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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시대
센서란 열, 빛, 온도, 압력, 소리 등 물리적인 양이나 그 변화를 알려주는 부품이나 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센서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 교통량을 예로 든다면 시청 앞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은 시간당 평균 몇 대이며, 아침 시각과 저녁 시각에 통행하는 차량 수의 차이,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의 차이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도 있다. 또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신호방식을 제어할 수도 있
다.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면 시청 앞 사거리의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의 연결이 가속화하고 있다. 수십 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5G 통신 서비스의 시작과 센서 데이터
통신에 적합한 적정 인터넷 기술의 개발 덕분에 이러한 센서의 연결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초연결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연결의 기준이 되는 공간과 GEO-IoT
센서로 연결된 시대에는 다양한 정보가 생성된다. 수십 억 개의 센서에서 하루에도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쏟아진다. 센서의 연결이 가속화될수록 이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이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해야 할까?
사람은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차원 아래 ‘시간’이라는 시대를 살아간다. 센서로 연결된 세계에도 이러한 조건은 그대
로 반영한다. 센서가 보내는 정보는 특정한 시각, 특정한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 가운데 공간은 다양한 센서들
을 통합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공간을 기준으로 센서 데이터를 모으고, 공간을 중심으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
다. 우리집 안방과 같은 작은 지역에서 모인 데이터는 우리집, 우리마을, 우리도시, 우리나라와 같이 공간의 확장을 통
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분석틀이 된다. 모든 것이 공간을 통해 연결되고, 공간으로 분석되는 GEO-IoT 시대
를 예측해 보자.

6

SPECIAL COLUMN

초연결시대,
연결의 핵심 축 공간정보
Writer. 사공호상(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초연결의 의미와 효과

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기존과 다른 서

초연결

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초연결(Hyper-connectivity)’이란 시간과 장소, 대상의 제

만들어가고 있다.

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과도 연결되는 것을 말한
다. 캐나다의 사회과학자인 애나벨 퀴안-하세(Anabel Quan-

사물인터넷

Haase)와 베리 웰만(Barry Wellman)이 처음 사용한 개념이

초연결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물인터넷

다. 이 용어는 네트워크화된 조직 사회에서 이메일, 메시지, 전화,

(Internet of Things,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

정보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 사물 등

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유무선 통신을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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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
유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고 있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은 물리적 환경과 사이버 환경을 긴밀
히 연계하여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운용환경을 최적화하며, 신
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등 세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센서와 유무선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실시간으로 엄
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
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데이터의 분류, 가공, 분석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2030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초연결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초연결시대의 공간정보의 특징과 역할
초연결시대 공간정보의 가치
초연결이 가속화될수록 공간정보의 가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더
욱 커지고 있다. 첫째, 공간정보는 연결대상의 공간적 관계성을
제고한다.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기나 사람들은 특정
한 공간에 위치해 있고, 이들 간의 공간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공간정보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요소가 된다. 둘째,
공간정보는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빅데
이터는 크게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 공간정보
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가트너

는 장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정보

(Gartner)에 따르면 2009년까지 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와 통계정보, 센서정보 등에 위치값을 부여하면 장소를 중심으로

사물의 개수는 9억 개였으나 2020년에는 이 수가 260억 개에 이

데이터를 통합·분석할 수 있다. 셋째, 공간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를 것으로 전망된다.

융합돼 데이터의 이해력과 활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
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경우, 측정 위치와 높이, 주변환경 등

사이버물리시스템

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뿐 아니라 활용성도 달라진다. 모든 물리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사이버물리시스

적 객체와 센서 데이터는 시공간(時空間)에서 위치하며, 차원과

템(Cyber-physical System)’ 역시 이 연결기술에 기반을 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간에는 공간적 관계가 존재하기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공간정보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위치기반 서비스 알고리즘의
핵심요소로 활용된다.

때문에 공간정보는 물리적 객체와 센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능
(Binding Principle)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
공간정보는 정보통신기술과 이전보다 더욱 긴밀하게 융합하면
서 발전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ICT와 공간정보 기술이 서
로 무관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
스 환경은 공간정보의 접근과 교환, 공유와 갱신의 편의성을 한층

초연결시대 공간정보의 기능과 역할

높였다. 최근에는 센서를 장착한 기기가 와이파이, 비콘 등 근거리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공간정보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을

유무선 통신수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면서 위치와 주변상황을 인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위치기반 서비스 알고리즘의 핵

지하는 공간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앞으로 공간정보는

심요소로도 활용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형 데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양자는 더욱 긴

터, 문서, 센서 데이터, 문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밀하게 융합될 것이다.

가 실시간 생산되고, 이들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데이터가 지오테깅
(Geo-tagging)이나 지오코딩(Geo-coding)을 통해서 위치정

그림1 . 초연결시대의 공간정보 기능과 역할 개념도

보를 포함하게 되면 지도상에 매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간분
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어, 정보의 유용성이 매우 커
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정보는 위치기반 서비스
(LBS)와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O2O) 그리고 위치기반 사물
인터넷(Geo-IoT) 서비스에 활용된다.

초연결시대의 공간정보 대응방안
다가오는 초연결시대에 공간정보가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는 크게 공간정보 인프라의 고도화, Geo-IoT 융합, 협
출처 : 사공호상 외, ‘초연결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정책방향 연구’

력기반 조성을 들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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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연계
정부 공공데이터 확산 정책의 시행에 따라 점차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사람들이 손쉽게 이
용하기 위해서는 ‘연결데이터(Linked Data) 기술’을 도입하
여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검색, 인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구글이 텍스트를 연결해서 검색하는 것과 같이 손쉽게 공
간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Geo-IoT 융합
•디지털 트윈 공간(Digital Twin Space)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실제 도시의 시설과 교통상황, 주민의
안전과 편의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ㆍ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객체기반
의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즉,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구현되
며, 이때 공간정보는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
스이자 부문별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공간정보 인프라 고도화
•고정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사물인터넷과 공간정보의 융합(Geo-IoT)
공간정보의 융합특성과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여 공간정보와

센서를 통해 주변정보를 파악하여 인위적인 조작 없이 무인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Geo-IoT 산업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으로 움직이는 이동체(移動體)는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한 공

이를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무인

간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밀한 위치정보는 LBS, O2O,

자동차를 비롯한 자율이동체, 카풀서비스 등 위치기반서비스

Geo-IoT 등과 같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

와 온·오프라인 서비스 등 공간정보기반 플랫폼 사업이 점차

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고정밀 지도와 고정밀 GPS 등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공간정보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협력기반 조성
•3D 실내 공간정보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마련

사람은 하루 중 약 80%를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이에 따

공간데이터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

라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대부분은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로 구축하지만 활용은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3차원 실내 공간정보 구축과 실내 측위

에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개발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공간정보산업은 융·복합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사용자의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활용분야

수요에 부응하는 표준과 품질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와 공간 정보의 협력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래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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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초연결시대,
위치기반 서비스에 주목하라

초연결시대에는 어디서나(Anywhere),
누구나(Anyone), 정확한(Accurate)
위치기반 서비스를 받게 된다.

Writer. 편집부

그렇다면 초연결시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분야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주목할 만한 분야 6가지를 꼽아봤다.

스마트카

무인비행기(드론)

초연결시대가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

초연결시대에는 통신기능이 향상돼 실시간으로 드

는 것은 자율주행차량이다. 자율주행차량은 스

론의 위치를 파악하고 항공기 관제시스템과 같이 즉

스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정보를

각적 드론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드론 관제

받기도 한다. 주변에서 지형과 관련된 정보, 신호

가 수월해지고, 한층 정밀한 운용이 가능하다. 드론

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 운행하면 자율주행차량

을 활용한 물품 배송뿐만 아니라 사람도 드론을 타

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다. 주변에서 정확

고 이동할 수 있다. 택시와 같이 드론을 활용한 단

한 공간정보를 받아 정확한 위치를 조정할 수 있

거리 비행 이동이 한층 앞당겨진다. 지상이 아닌 공

으며,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대폭 향

중으로의 이동은 교통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

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에서 수

로 부설에 따른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초연결시

집한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 제어

대에는 공중 공간을 이용한 드론의 활용이 더욱 가

도 가능해진다.

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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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모니터링

방재 안전

지하공간은 한번 건설되고 나면 실제 눈으로 볼 수

방재나 안전 부분에서 초연결시대가 제공하는 정확

없기 때문에 유지와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 구

센서를 활용한 지하공간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는 끊

제, 현장 대응 등의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다. 우선 센

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초연결시대의 도래는 그간

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재난을 조기에 발견하

지하공간 모니터링에 장애가 되었던 센서 기술은 물

여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정확한 공간정보가 확보된

론 전력기술, 통신 기술들의 발달로 공간 모니터링

다면,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에 확보된 공간정보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를 바탕으로 정확한 현장지시가 가능하게 되어 효율

센서들이 보내오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지진이나 싱

적인 피해 구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긴

크홀 등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들도 미리 대비

급 차량의 현장 출동 시에도 빠른 출동로를 확보할

할 수 있게 된다.

수 있게 된다.

실내 공간정보

레저 스포츠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일과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지

스포츠 분야에 센서가 도입되면 스포츠를 관람하는

만 그동안 실내 공간정보는 뒤떨어진 분야였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까

GPS 신호가 직진성이 강하여 실내에서는 GPS신

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

호가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센서 기술

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축구

이 발달하면서 실내에서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

를 예로 들면, 주요 선수들의 동선이나 이동거리, 패

는 길이 열리고 있으며, 센서의 융합을 통해 실내 공

스성공률 등을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입체적으로

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쌓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는

뿐만 아니라 다중편의시설, 대형 건축물 등에서도

사람들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

스포츠 전문앱 등을 통하여 프로선수와 같은 전문적

장하게 될 것이다.

인 코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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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논단Ⅰ

작지만 단단한 연결
소물인터넷(NB-IoT)이 뜬다
Writer. 김규남(LG유플러스 기업IoT사업4팀 팀장)

5G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 촉진

화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5G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단말기들이 동

2018년 12월1일 0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3사는 동시에 5G 주

시에 빠른 응답속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논

파수를 발사하고,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를 동시에 개시했다.

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서비스와 같이 눈 깜짝할

지난 1996년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이후 미처 한 세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초지연성),

가 지나기 전에 5번이나 큰 기술의 진화를 실현한 셈이다. 우리나

AR·VR·홀로그램 방송과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라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통신 서비스의 대중화는 물

방송서비스도 가능해졌다(초고속). 특히, 5G에서는 한 기지국 당

론 단말기·통신장비 및 콘텐츠·서비스 등 유관분야에서 획기적인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연결(초연결성)할 수 있는 양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를 통해 교통,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도 기존 10만 개(LTE)에서 100만 개로 늘어난다. 5G 기술을 통해

분야에 변화를 촉진시켰음은 물론이다.

서 ‘초연결 사회’가 구현된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5G 서비스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지니

한편 5G 통신망은 다양한 센서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구축

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러한 새로운 통

을 위한 핵심기술이다. 5G를 통해 다양한 센서들이 설치되어 실시

신기술은 비즈니스 모델의 속도와 범위를 넓히는 혁신의 기폭제가

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로 분석하여, 민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의 통신기술의 발달이 단지 속도의 변

간에게 공유되는 초연결 사회가 가능해진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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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미국인 10명 중 4명은 공유 차량을 선택해 사용
하고 있다.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전세계 3억 명이 사용 중이며,

190개국 8만 1,000개 도시, 450만 개 숙소 정보를 제공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도시 곳곳에 공유형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
(Wework)의 간판이 나붙기 시작했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이러한 신생 기업들은 기존 시장의 리더를 위
협할 만큼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으로 물리적 재화뿐 아니
그림1 . 위워크 종로타워

그림2. 공유경제서비스

교통, 환경, 범죄 등의 문제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민
숙박공유

간집단이 공유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나아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까닭에 5G가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시티와 같

에어비앤비(Airbnb)

의료공유

지식공유

메디캐스트
(Medicast)

큐오라(Quora)

은 B2B, B2G 분야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더욱 빠르
게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4

공유경제
유니콘 기업

자원공유
오픈가든(OpenGarden)

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특징과 사물인터넷 측면에서
의 기술 변화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공유경제, 그 시작은 고객의 변화로부터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변화 중에서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는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같이 공유플랫폼을 기반
으로 승승장구 중인 기업들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교육공유
칸아카데미(KHAN
academy),
코세라(Coursera)

교통수단공유
우버(UBER),
디디추싱(Didi Chuxing),
그랩(Grab)

서비스공유
태스크래빗(TaskRabbit)

일터공유
위워크(Wewrok)

출처: 유체인화이트 페이퍼,
https://blog.naver.com/baemsu/2213298971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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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1박 요금이 평균 200달러(한화로 약 22

다양한 기능의 IoT센서와 인터넷 통신이
공유경제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되어
일상에서의 경험을 확대하고,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만 원) 수준으로 다소 고가이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
로 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양한 기능의 IoT센서와 인터넷 통신
이 공유경제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되어 일상에서의 경험을 확
대하고, 나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유경제 기반의 업체들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범주에서 출
현하고 있다.

라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여 거래모델 중심의 비즈니스를 표방하고

제조업도 공유기반 플랫폼 도입 시도 중

있다. 최근 이들은 플랫폼 중심의 개인간 거래중심에서 한발 더 나

이런 공유경제의 특징은 단순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종

아가 IoT,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2월, 다음카카오에서는 중소기

다. 구체적인 예로 에어비앤비는 2018년 초 기존 서비스의 고급

업 제품들의 주문생산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를 오픈했다. 그

화를 위해 ‘에어비앤비 플러스’를 발표하였다. 에어비앤비 플러

리고 이 서비스는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누적매출액 500억 원

스는 회사가 제시한 100가지 기준의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게 등

을 넘어섰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선주문 후제작 방식을 채택하고

록 기회를 준다. 에어비앤비 플러스에 등록된 숙소는 고급스런 인

있다. 중소기업이 기획 중인 제품을 카카오메이커스에 미리 공개

테리어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어비

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이

엔비는 각종 센서를 기반으로 한 IoT기기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지

다. 제조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선주문을 받아 생산하기 때문에 재

원하며, 앱으로 예약 및 룸 제어가 가능한 Keyless 시스템 등을 지

고에 대한 부담이 적고, 마케팅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 소비자들

원한다. 2018년 초 13개 도시, 2천 개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 플

도 필요한 제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판매자와 구매자 모

러스는 2018년 연말을 기준으로 50개 도시, 7만 5천 개까지 숙소

두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인 셈이다. 카카오메이커스는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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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192만 개의 제품이 판매되었는데, 이미 약 46만 명이

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자사가 보유 중인

주문을 시행하였다.

18만 대의 배송차량을 실시간 트래킹하며 빅데이터 플랫폼에 축

이처럼 제조업종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적 중이라고 한다.

소비자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최근 GE의 가전사업을 인수하여 급성장 중인 하이얼도 2014년부

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품과 소비의 결합

터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 중이다. 하이얼은 산업인

현상(Servitization)은 최근 가전업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터넷 플랫폼인 ‘COSOMOPlat’을 개발하여 고객, 협력업체, 생산

대표적으로 중국의 종합가전업체 메이디(Midea)는 자동화 생산

라인을 서로 연결시키는 대량 맞춤형 생산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체제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과감하게 고객위주의 맞춤제작

고객은 이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기능의 제품을 제안하

방식으로 생산체제를 전환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고

고, 하이얼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품을 개발

객이 찾지 않는 제품 라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철저히 고객주문형

하여 생산하며, 플랫폼을 통해 판매까지 진행한다.

으로 생산라인을 변경하였다. 모든 제품을 표준화한 모듈 기반으

한편, 이 두 회사는 제품에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IoT기술

로 생산플랫폼을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없애 유통속

을 도입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타 경쟁사들은 전자제품에

도는 높이고, 비용요인은 줄였다. 더욱이 메이디는 최근 독일 로

Wi-Fi나 블루투스 기반의 IoT기능을 제공하는데 비해 두 회사

봇업체 쿠카를 인수하여 제조공정에 700대의 로봇을 투입해 약 2

는 NB-IoT기반의 IoT 기능을 채택한 것이다. 이들이 적극적으

만 2천 명의 인력을 대체하며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했다. 메이디

로 NB-IoT라는 소물인터넷 기술을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이유

는 현재 생산, 제조, 유통까지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전체의 생산과

는 <그림3>과 같다.

그림3. Wi-Fi와 블루투스를 이용한 IoT 기술의 문제점

01

02

03

액세스

신호 도달

낮은 접속률

•가정 내 IoT 가전은 Wi-Fi 액세스를 소비
자가 직접 설정해야 함
•주부나 아이들은 엑세스 설정에 미숙한
경우가 않음
•Wi-Fi-AP 설정이 변경될 경우 재설정
이 필요하나, 소비자가 익숙하지 않아 민
원이 발생함

•가정 내에서 Wi-Fi, 블루투스의 음영지
역이 발생
•일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전파 간섭의
문제가 발생

•각 제조사들이 IoT 플랫폼을 서비스 중이
나 재접속률이 낮아짐
•일례로 파나소닉의 경우 Wi-Fi 기능이
적용된 가전제품 중 15%만 접속 중임

04

05

전력 소비

보안

•Wi-Fi 기술은 높은 소비전력이 필요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 가전에 대한 수
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Wi-Fi나 블루투스는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함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되거
나 도용될 위험이 높음

출처 : ‘2017 스마트 가전산업 NB-IoT 기술응용 백서’와 ‘중국 스마트 가전산업 NB-IoT 연합응용센터’의 내용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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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NB-IoT 기술의 특징

01

02

03

저렴한
통신비

저전력
배터리

저렴한
통신 모듈

•소물인터넷은 검침용 단말과 같이 소량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것이 특징임
•통신비의 경우 월사용량 100Kbyte를 기
준으로 330원(부가세포함)에 불과해
LTE 대비 저렴함

•상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센서단말들
이 대부분임
•최장 10년간 작동할 수 있는 저전력 통신
기술을 지원함
•다양한 융복합센서가 공간정보를 모니터
링하는 것이 가능함

•기존 LTE 모듈이 $30대에 공급되는 데
에 비해 NB-IoT는 모듈이 7천 원(부가
세 별도), 전용 USIM이 1천 원에 공급되
고 있음
•LTE 대비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한 센서
디바이스 개발이 가능

04
넓은
통신 지역
•NB-IoT는 3GPP에서 LTE기술을 기반
으로 표준화한 소물인터넷용 통신기술
•LTE통신이 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통
신이 가능

05
높은 수준의
보안과
역제어
•LTE에서 파생된 통신 기술을 전용하고
USIM을 사용해 단말 인증과 통신을 제
공함
•전파 간섭이나 보안에 대한 논란이 적고,
FOTA(Firmware Over The Air) 등 센서
단말의 역제어가 가능

고, 유통매장, 배송차량,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정보

소물인터넷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와 상태를 수집하기 위해 소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맞춤생산을 포함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초연결사회 공간정보화를 선도하는 NB-IoT
소물인터넷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새로운 혁신적 서비
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사물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굳
이 초고속인터넷이나 고성능의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현재 메이디는 공기정화기와 에어컨, 세탁기 제품에, 하이얼은 에

한 기능의 작은 센서들이나 디바이스를 위해 소량 데이터 전송에

어컨 제품에 NB-IoT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점차 적용대상

특화된 기술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프랑스의 시그폭스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회사는 소물인터넷 기술을

(Sigfox)와 로라(LoRa) 같은 서비스들이 있으며, 이들 서비스는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이 사용 중인 제품의 고장유무와 원인을 파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악하고, 사용 고객들이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을 하지 않아도 편하

다. 이에 반해 국제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는

게 가전을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수

NB-IoT(NarrowBand-Internet of Things)라는 협대역통신

집해 다음 제품 기획에 반영하고 있다. 생산 공장에서부터 물류창

기술을 발표하였고, 국내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NB-IoT 전

17

국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B-IoT는 2018년 7월

하시설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소중한 재산보호와 안전을 책임

현재, 47개국에서 소물인터넷 기술로 채택되어 서비스 중인데 <그

지는 기술로 확대되고 있다.

림4>와 같은 장점이 있다.

5G에서 이런 소물인터넷 기술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수십 억

국내 상용화 1년을 맞이하고 있는 NB-IoT는 벌써 다양한 분야에

개의 기기가 연결된 사물인터넷(Massive IoT) 환경이 구축될 수

서 응용되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공영주차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전체가 스마트시티라는 하나의 거대한 플

장 49개소에 지자기 방식의 주차면 센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주

랫폼화 될 예정이다. 스미트시티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

차가능 정보를 제공 중이며, 전기차 충전업체는 공유형 완속충전

보들이 집약되어 민간에게 공유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서

기에 NB-IoT 통신기능을 탑재해 전기차 충전자들에게 충전량 정

비스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런 변화의 기조에 4차산업혁명이

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차량용 블랙박스, 쓰레

라는 하나의 거대한 메가트렌즈가 더해져 인류에 가치있는 서비스

기 잔량을 확인해주는 스마트 쓰레기통, 화재센서, 미세먼지를 측

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5G서비스를 위시한 사물인터넷 기술들이

정하는 환경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센서단말들이 개발되어 보급

확산되어 우리나라를 또 한번 ICT 강국의 성공신화가 재현될 것

중이다. 이처럼 소물인터넷 기술은 가정은 물론 공장이나 도로, 지

을 기대해 본다.

그림5. 스마트시티 개요도

출처 : 4차산업혁명위원회, ‘도시혁신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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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칼럼
SPECIAL 논단Ⅱ

사물인터넷 시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Writer. 정혜욱(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눈부신 인터넷의 발전과 사물인터넷

넓어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분

1960~1970년대 군사용 네트워크로 시작해 전 세계의 모든 곳

석에 의하면 전 세계의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0년에 2천 4백억

을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이 된 인터넷의 발전 속도는 실로 엄청나

달러 규모에서 2019년에는 1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다. 인터넷은 애초에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라고 한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도 2020년까지 약 17조 원

망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인간과 사물 사이는 물론 사물과 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뒤지지 않

물 사이의 정보까지 교환하는 수단으로도 변화해 나가고 있다. 특

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의 활용은 적극적으로

히 사물과 사물 사이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사물인터넷

진흥되어야 할 일이다.

(Internet of Things)은 모든 산업분야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서
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라

사물인터넷을 규율하는 법제도

고 할 수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법률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현재 사물인터넷은 홈·가전, 교통·물류,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화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사회안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점점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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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사
물인터넷과 관련된 수많은 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이들 법규의 내
용을 보면 사물인터넷의 진흥을 돕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
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진흥특별법을 보면 신속처리제도와 임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허가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융합기술이나 서
비스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령에 의해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매
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가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40조 제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제도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

4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로의 일정 지점을 통과하는 차

입할 때 위험관리라는 측면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허용

량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어느 자동차가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

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

있었는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정보

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고 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하

험이 제거된 상태의 기술이 아니면 이를 섣불리 도입하게 할 수는

기 때문에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수집 행위는

없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하는

해석에 따라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지나치거나, 과

모름지기 법질서는 불가능한 일을 강제하면 안 된다. 교통정보를

연 필요한 규제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수집하여 어느 도로에 어느 시간에 어떠한 유형의 자동차가 이동

없다.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법규가 아닌가 생각되는 두 가지 경우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를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다름이 아니라 위치정보법과 자동차 관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규는 이를 금지하고

련법이다.

있다. 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고, 아무
도 이의를 제기한 바도, 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바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 위치정보

없기 때문에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물

먼저 위치정보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위치정보법 제2조를 보면 위

론 교통정보수집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거

치정보의 개념이 나온다. 이에 의하면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

쳐서 서버로 전송이 되고 서버에서 차량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차

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

종을 확인한 후 곧바로 해당 정보가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보관되

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거나 달리 사용되지 않아서 아직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수집된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공용도로에는 효

으로 보인다.

율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위치정보법이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소유자

있다. 교통정보수집카메라는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촬영하여

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위치정보가 대부분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도로관리주체에게 이를 전송한다.

경우 개인위치정보이고 개인의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내용을 포

자동차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임이 확실한데 교통정보수집카메

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위치정보

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특정 시간에 존재하였던 장소’에

가 아닌 물건 위치정보는 무인택배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의 위치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고 그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서버에

정보 정도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래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전달되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에서 말하는 위치정보에 해당한다.

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탄생하였지만, 개인정보

그런데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위치

의 누설에 대한 일반적인 공포심으로 인해서 매우 강력한 규제법

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다

규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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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가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위치정보법의 개선 방향

생하면 비로소 사고의 내용과 함께 차량 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

현재 위치정보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으로 전송하게 될 것이다. 평소에 차량유형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정보와 위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도록 기술표

이나 경보발송요청이 있을 때와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 등 두

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한다면, 교통정보수집카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교통정보의 수집은 이들 두 가지와 비교해

메라를 통해서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볼 때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라는 취지와 상당히 동떨

라고 생각한다.

어져 있어서 새로운 조항에 넣자고 요구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그
렇다면 별도로 분리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따른 남용 위

사람만을 규율하는 자동차관리법

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명시해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동차는 ‘사람이 운전해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는 물론 국민의 생명·신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누구든지 …… 운전면허를 받지

체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GPS 기반의 긴급구조요청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

(Emergency Call / eCall)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규에서 “누구”라고 할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eCall 시스템은 유럽의회가 유럽 내의 모

때 누구는 당연히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의 법제는 사람이 자동차

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

를 운전한다는 기본개념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런데 기

다. 차량에 장착된 eCall 기기는 사고가 발생하여 에어백이 작동

술의 발전은 법체계가 어떠한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람이 운전

되었는가 하는 등의 사고정보를 인지하고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즉

하지 않아도 운행되는 차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 자율주행자동

시 긴급구조기관으로 구조요청을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차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서

모든 차량에 eCall 장비가 장착이 되면 평소에는 차량유형 정보만

비스 기술 수준에 도달하면서 가능하게 된 최첨단의 성과물이라

위치정보와 함께 도로관리기관의 서버로 전송을 하고, 사고가 발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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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법체계는

지의 자동차들이 한동안은 전부 도로에서 뒤섞여 다닐 것이 분명

자동차, 운전자, 도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제법규를 만들어 두

하다. 결국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기능과 관련하여 모든 단계

고 있다. 첫 번째가 자동차의 형식과 안전기준 등에 관한 「자동차

에 맞추어 각 단계에 적합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내용으로

관리법」이고, 두 번째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한 「도로교

진화하여야 한다.

통법」이며, 세 번째가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도로가 갖추어
야 할 요건에 관한 「도로법」이다. 이들 세 가지 법률은 사람이 자

운전면허제도와 도로법의 문제

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가운데 차도, 자동차전용도로 그리고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의 등장에 대비한 개정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법

통행할 수 있다. 자동차란 ‘사람이 운전해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

규가 사물인터넷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를 말한다. 운전이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모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을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각 단계에 따라 본래의 사

필요가 있다.

용방법에 의거해서 사용한다면 운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물론 자동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라 법도 진화해야

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동차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문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의3호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

는 운전면허제도이다. 제3단계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운전면

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허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자

를 말한다(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단 하나의 규정이다). 이는 자율

동차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것이 맞다. 운전면허는 사람이 받는

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 중 최고 수준인 제4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게 아니라 자동차가 받는 게 될 텐데, 도로교통법은 이 문제를 해결

가장 낮은 단계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이탈 방지장치는 이미 사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용되고 있다(제1단계 / 선택적 능동제어). 다음 단계는 복수의 자

도로법은 도로와 교통표지 등 도로 부속시설 그리고 신호기 등에

동화 기능이 함께 작동되지만 운전자의 감시와 조작이 필요한 수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의 목적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

준이다(제2단계 / 통합 능동제어). 제3단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설하는 것이다. 현재 도로법상의 모든 시설기준은 차를 사람이 운

제한적인 조건 아래 조향·가속·감속·제동 등 모든 기능이 자동으

전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일반 자동차와 함

로 수행되지만 비상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다(제

께 각종 자율주행자동차가 함께 도로를 주행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적 자율주행). 마지막 단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동차가 스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과 편리성도 함께 감안하는 방향으로

로 운전을 하고 운전자의 개입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다(제

도로법도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4단계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관리법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제돼야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사물인터넷의 시대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

전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 기술의 발전을 앞서

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

가기는 힘들다. 하지만 명백한 현실의 변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

행을 할 수 없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생각한다면 운전을 하는

해야 한다. 적어도 법적 규제가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규제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단계에서 제4단계를 향하여 발전을 거듭하

이 사물인터넷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앞으로 법체계가

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수준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안전과 무관한 부분에서는 과감

도, 자율주행기능이 전혀 없는 자동차와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

하게 규제를 해제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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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SIRI 연구

Geo-IoT 플랫폼 서비스 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이란 사물에 인터넷이 연

공간정보연구원의 IoT 연구

결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는 비교적 근래에 등장했다. 1999년 케

➊ IoT와 측량 기준점의 접목

빈 애시튼이 처음 언급하여, 역사가 20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들
어 이 용어를 빼놓고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쓰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이러한 IoT 기술을 지

인다. 물론 요즘처럼 이 용어가 흔히 사용되기 전에도 유비쿼터스나

적측량 분야에 접목하고, 공간정보 데이터와 기술을 융합하여 응

M2M(Machine to Machine)과 같이 기계나 사물끼리 서로 정보를

용서비스를 발굴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15년에 블

주고받으며 통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 있었다. 하지만 M2M은

루투스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콘을 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

단순히 기계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유비쿼터스 또한 실체가
모호한 개념이었다. 이에 비해 IoT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장성이 있고 개념 또한 명확

에 접목하여 임야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시
작하였고, 또한 경계점표지에 내장된 진동 감지센서와 가속도센

하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원격으로

서 변화값을 응용해 표지의 이동 및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

검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활을 보

즘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IoT 전용 통신

살필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Writer. 연성현(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망과 저전력장거리 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도 표지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이를 확대하여

Geo-IoT 플랫폼 서비스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부터 수행한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추
진 중인 사물인터넷 전용망(NB-IoT)을 통해 통신범위를 확대하
여 다수의 중계기 없이도 경계점의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처리를 통해서 사용
연한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보드 설계시 온·습도 센서를 함께 접
목하여 매설 주변의 환경 정보 수집 여부도 제한적으로 실험하였
고, 기울기값 변화에 따른 상태값 공지 기능 검증을 통해 향후 토
지소유자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표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➋ 노후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연구
이와 함께 최근에는 IoT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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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Geo-IoT 관련 공간정보연구원 연구 이력
•비콘 (Bluetooth 4.0) 탑재
기준점 탐지 지원

•LoRa 통신망 연계

•적합성·신뢰성
평가 통과 / KC 인증 획득

솔루엠 사의 LoRa 모듈로
보드 제작 통신사 IoT
플랫폼인 thingplug 연동

임야지역에서 숨겨진
기준점을 블루투스 신호 세기를 통해
탐지하는 연구

•NB-IoT 기반
경계점표지 실험
성능시험 / 인증평가 완료 후
12개 지역본부 설치

2015.10

2016.04

2017.03

•IoT 경계점표지관리
방안 연구 착수
탁상조사만으로도 경계점
표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관리 연구 시작

2017.08

2017.12

•LGU+ & LX연구원
MOU 체결
Geo-IoT 기반의 스마트국토
관리 실현을 위한 서비스
공동발굴 및 개발 /
실증에 관한 협약 체결
•NB-IoT 기반 디바이스
제작/ U+ 플랫폼 연동

전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있다. 기

의존하여 육안 조사를 실시하는 체계여서 시간과 비용이 다수 소

존에 시행 중인 건축물 안전진단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 인력에

요되었다. 그러나 Geo-IoT 기술을 접목할 경우, 실시간으로 취
합되는 센서정보를 분석하여 저비용으로 노후 건축물 등의 실시

그림2. 센서를 통한 노후건축물 벽면 기울기 측정 및 검증

간·상시 모니터링 점검이 가능하다. 이를 실제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용 단말기를 제작하여 노후 건축물에 부착하였으며, 단말기
에서 들어오는 기울기, 진동 등의 정보를 현장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➌ 가상화 플랫폼 기술개발

2018~19년에 수행 중인 연구 과제는 테스트된 센서와 단말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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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자체 개발 중인
Geo-IoT 플랫폼 서비스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스타트업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사업 전반을 활성화하여 과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림3. 공간정보연구원의 Geo-IoT 기술 개발
시장현황 및 기술요구사항 분석

LX 사업 연계방안 마련

플랫폼 설계 및 운영방안 수립

IoT 서비스 수요처 요구분석
필요 기술정보 수집
오픈소스 GIS 도입 검토
가상화 제공기술 적용계획 마련

선행연구의 시범운영 접목
빈집관리사업과의 연계
지적재조사사업과의 연계
LX참여가능 업무영역 확보
ICT 공공사업 참여

국내 환경을 고려한 Geo-IoT 서비스
모델 정립과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연계 전략 마련

실행전략 및 실효성 확보

Geo-IoT 서비스 실증(IoT 빈집 및 노후건축물 관리)

Geo-IoT 가상화 기술 개발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단계적 사업화 전략 도출

빈집 및 노후건축물 관리를 위한 센서조사
업무프로세스 정립과 단계별 적용 방안 마련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Geo-IoT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가상화 플랫폼 기술
개발

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Geo-IoT

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특히 센서데이터 처리, 지도기반 시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화 플랫폼

화 환경 제공,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사물인터넷 통신인프라를 중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개해 주는 기능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Geo-IoT란 공간정보와 사물인터넷의 융·복합 기술이다. 위치
를 바탕으로 사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공간 상황에 대

GEO-IoT 지원 방향과 목적

해 인지하고, 반복적인 센서 데이터 처리에 따른 학습을 토대로

최근 들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들도 경

상황을 예측하여 스마트한 공간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4

쟁적으로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발굴하는 시도를 하고 있

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의 수

다. 산업 전반에서도 IoT 기술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를

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Geo-IoT서비

응용한 연구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LX에서는 이러

그러나 이에 비해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공사례는 찾기 어렵다.

한 Geo-IoT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제공해 주는 플랫

가전업계에서 시작된 사물인터넷 통신 표준화가 이제야 산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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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Geo-IoT 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이다. 하지만 과도기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간정
보연구원에서는 자체 개발 중
인 Geo-IoT 플랫폼 서비스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
간 스타트업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이
를 통해 사물인터넷 사업 전반
을 활성화하여 과도기를 슬기롭
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
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은 공간정보를 기반
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현
실세계를 가상세계로 구현하는
반으로 통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시티의 실현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주목

것이다. 때마침 보안 이슈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 막 도입기를

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공간정보 기술을 토대로 한 사물인터

지난 전용 통신기술의 센서가 버전 업을 하는 바람에 프로토콜을

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사물이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센서데이터

하나하나 개발하고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를 바탕으로 사용자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물론 이와 같은 사물인터넷 시장의 당면 문제들은 사물인터넷 전

록 Geo-IoT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용화

용 통신망의 보급, 5G 통신기술의 도입, 사람의 감각기관을 대체

하여 널리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스타

하는 센서의 소형화, 기술의 대중화에 따른 가격하락, 모바일 기

트업 누구나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한

기의 보급 확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력 문제

공간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 등 필요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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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포럼Ⅰ

1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설물 관리
Writer. 강진아(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기획부)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난이나 재해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효과

최근 시설물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적인 시설물 관리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 항만,

기반으로 한 데이터 구축과 통합, 제공 체계를 요구하는

교량, 빌딩 등 국가 기간시설은 시대적 흐름과 요구사항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의 주요 정보 간 유기적

에 따라 운영 방향이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건설과 같

인 연계 확대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유관

은 시공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시공에서 유지관리, 운

기관 간의 정보교류와 공동 활용 등 효율성 제고에 대한

영, 재난관리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운영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의 패러다임이 역시 건설 위주에서 유지관리 체계로 전
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종 기술 개발과 연구에 천

시설물 관리 수요의 증가

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의 효율화

우리나라의 구조물 수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를 위해 신기술 도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히 국가에서 책임 관리하는 국가시설물은 2016년 말

상황이다.

기준 1종 시설물은 8,500여 개, 2종 시설물은 7만여 개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

등 총 8만 개에 달하는 시설물이 국가시설물 관리체계

설물 분야에 위치기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건설, 유지

에 있었다. 여기에 시설물관리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존

보수 및 정보제공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를 통해 업무

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3종 시설물 16.5만 개

효율성 향상은 물론, 재난·재해 관리, 사용자 중심의 정

가 새로 국가시설물 관리체계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보제공도 함께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재

따라서 총 24.5만 개 시설물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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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하기 위해 정보체계(공간정보 도입)를 전환하고 UAV,

뿐만 아니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시설물 중에는

MMS 등 신기술 및 저비용 유지관리 점검체계를 도입하

1980~90년대에 준공된 시설물이 적지 않다. 이에 따

는 한편 추가적으로 IoT 기반으로 시설물 관리체계를 도

라 노후 시설물 급증도 문제가 될 것이다. 도로 SOC의

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능평가 및 자산관리체

예를 들면, 2014년에 239개(전체의 2.6%)에 불과했

계를 도입하는 시설물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던 30년 이상 노후화 구조물은 2025년에는 1,681개

전환이 필요하다.

(전체의 12.9%)로 7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일 것

시설관리에 공간정보 체계의 도입(정보체계의 전환)

으로 전망된다. 도로 SOC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데 비

국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는 아직까지 도면 중심으

해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전자도면이 대부분이기는 하다.

특히 2030년 도로 SOC예산은 6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전자도면은 시설 및 구조물 건설을 위한 설계/시공 기초

도로 SOC 유지보수 비용은 6.1조 원으로 예상되어 비

자료, 종이 또는 전산파일을 통칭하며 현재까지도 위력

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존재

을 발휘하고 있다.

한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할

국내에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던 시기에는 하드웨어 및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프트웨어 등 전산자원의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단
위도면 수준의 전산화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모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설물 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

든 설계 및 시공자료들이 파일체계로 각각의 단위도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관리 시설물의 증가에

등으로 작성되었다.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 전반

따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조

에 전산환경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건설공사

사보다 보고서 작성, 시스템 입력 등 부수적인 업무에 시

의 거의 모든 업무에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이 투여되는 것도 문제다. 외관조사에는 4시간을 사용

시설물 관리에 공간정보를 도입하면, 시설물 관리가 전

하고, 보고서나 도면작성 등 부수적 업무에 20시간이 사

국단위, 단일원점으로 통합되어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

용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를 타파

할 수 있으며, 신속한 갱신 및 활용이 가능하다.

노후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1. 공간정보 체계 도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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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난·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시설물에 대한

태 지역을 판단할 수 있다. 시설물의 외관상태를 진단할

현장기반의 정보체계 도입도 가능하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까지 가능하다. 시설물 점검에

현재 각각의 시설물은 개별 분야마다 각각 다른 소관부

UAV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면 현재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 다른 관리체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협업의 어려움이

정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적은 인력 투여로도 시

존재한다. 시설물 도형정보와 관리 정보도 이원화되어

설물 진단과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있으며, 검색이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체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공간정보를 구

IoT 기술의 도입

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구축은 기존 건설도

이전 SOC 시설물 관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기존 도면이 없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

다면 공간정보를 가지고 국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도

을 견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SOC 시설물

안 되면 새로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최신 시설물은

관련 산업의 중심이 유지관리 분야 중심으로 이동하면

건설 시에 사용된 BIM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수월하게

서 유지관리 체계를 집중화,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도 있다.

또한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 모니터링 분야에 최신 기
술을 도입하기 위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드론 등 UAV 신기술 활용 진단

최근 초고속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태블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최

릿 등 휴대용 통신장비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일상 속 사

근 드론 등과 같은 무인이동체에 무인진단 장비를 장착

물의 통신 기능 구현이 가능해졌다. IoT 기술은 예방, 대

하는 비접촉식 계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활

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를 체

용되고 있다.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무인이

계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

동체가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분석

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면 시설물의 손상이나 결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인지하여 조기에 위험을 예측하

악할 수 있다. 일종의 원격제어 기술이다. 예를 들어 무

고,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인이동체가 콘크리트나 강재의 표면상태 및 균열 등 영

다. 그러므로 재난 대응 및 복구의 모든 활동에 IoT 기술

상 데이터로 촬영하고, 이를 분석하면 균열이나 누수, 백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센서기술, 빅데이터, 클

그림2. 무인진단장비를 활용한 영상데이터 분석 예시

재난 대응 및 복구의
모든 활동에 IoT 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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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자산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 예시

그림4. 자산관리를 통한 기대효과
예방적 유지관리 시점

자산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준 및 수명 향상

서
비
스
수
준

주요보수/보강시점
B

최소기준
C
잔존수명

수명

라우드, 인공지능, GIS, 모바일 기술 등 첨단기술은 IoT

후화나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조

환경과 연동될 수 있으면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재

치하는 개념이다. 노후화나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근

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적인 대응적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산관리체계의 도입

자산관리체계는 교량, 터널, 도로 등의 시설물을 자산관

국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그간 전생애주기(설계-건

리의 기준인 서비스성능수준 평가하고 자산 가치로 환

설-유지관리-폐기) 관점에서 시설물의 단기적인 공학

산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필요요구치(서비스

적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회계학

성능수준)가 설정하고 있는 수준과 현재 상태를 정보로

적 가치나 중장기적인 경영 비용측면에서의 관리방법

만들어, 서비스 수준에 맞춘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이를

이 필요하다.

통해 자산관리체계는 정보화, 예방적유지관리, 보수·보

자산관리체계 도입은 시설물 성능상태를 공학적으로 판

강의 기준을 수치화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다. 자산

단하는 기존 유지관리 방식에 사회 경제학적인 요소를

의 가치의 감소를 보다 완만하게 시설물을 관리하여 수

도입하는 것이다. 자산관리체계는 시설물의 구조적 노

명을 종전의 관리방식보다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5. IoT를 활용한 시설물관리(철도사면관리)

자산관리체계 도입은
시설물 성능상태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기존 유지관리 방식에
사회 경제학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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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포럼Ⅱ

2

해양연구자료 전문 리포지토리
관할해역해양정보 공동활용시스템 JOISS
Writer. 김우람((주)환경과학기술 해양파트 차장)

우리나라는 아직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 공개가 활발

픈액세스 선언을 시작으로, 2015년 세계과학기술장관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무도 아니고 데이터 공유 문

회의 선언문 등 오픈사이언스는 글로벌 정책 의제로 제

화도 아직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사 공개

시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여러 정책을 통해 실현 중

한다 하더라도 처리된 데이터나 메타데이터 정도만 공

인 상황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서 연구 데이

개하지 원본(Raw)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터를 공유하여 연관된 연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다. 이렇게 폐쇄적인 연구 구조는 새로운 연구를 하는 연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연구 성

구자들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진입장벽으

과로 활용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면 엄청난 이점

로 다가온다.

이 있다. Research Data: A Funder’s Perspective
에 따르면 연구데이터 관리를 통해 연구 시간을 1%만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오픈 사이언스’

절약해도 연간 1,000만 유로(약 150억 원)을 줄일 수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연구 성과와 함께

있다고 한다.

연구 과정을 공개하는 추세가 나타고 있다. 바로 ‘오픈사
이언스’다. 오픈 사이언스란 연구 결과 및 데이터를 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 오픈사이언스 JOISS

방·공유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고 기존의 과학적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과학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

난제들의 해결을 도모하는 연구 경향을 말한다. 이런 오

는 오픈사이언스 도입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

픈사이언스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통신부에서는 2018년 1월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확산되고 있는 정책적 흐름이다. 2002년 부다페스트 오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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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연구
자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오
픈 사이언스를 대표하는 사이트도 생겼다. 바로 2016
년 3 월 오픈한 ‘관할해역해양정보 공동활용시스템
(JOISS, http://joiss.kr, 이하 JOISS)’이다. JOISS
는 (주)환경과학기술(대표 이윤균)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KIMST)의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양과학
데이터 리포지토리이다. 리포지토리는 각종 정보나 응

온, 염분 등 해양물리 정보, △ 용존산소, 인산염인 등 해

용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고 서로 공유할

양화학 정보, △ 조류, 생체량 등 해양생물 정보, △ 총자

수 있도록 한 저장소를 의미한다. 그간 (주)환경과학기

력값, 입도 등 해양지질·지구물리 관련 정보 등 다양하

술은 주로 해양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고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활용

왔는데, 국가해양관측망, 해안선조사측량, 연안지역 해

할 수 있는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KOMC)에 메타데이

저정보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

터 52건을 제공한다.

고, 각종 자료의 시각적 표현기법을 개발하여 웹 및 포털
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연구 역량을 해양과학 데

표준화를 통한 자료관리 및 검색 지원

이터 리포지토리 구축에 한데 모아 JOISS를 완성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의 표준화이다. 각기 다른 형태와 포맷으로 제작

국내 최다·최대 해양과학 데이터 보유

된 데이터를 모아놓더라도 분류하여 검색하는 데는 어

현재 JOISS에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관할해역 해

려움이 있었다.

양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연구를 통해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 자료를 필두로 국립해양조사
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openAPI를 통해 제공하는 자
료, NASA와 UNESCO·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서 공개하는 관측·조사 결과 등 데이터

2억 2,000여 건, 모델·재분석자료 3.0TB, 위성자료
5.5TB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다·최대 규모의 해양과
학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에는 △기온, 기압, 풍속, 풍향 등 해양기상 정보와 △ 수

리포지토리는
각종 정보나 응용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저장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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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SS는 체계적인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관측항목, 해
역, 플랫폼 등을 표준화하고 있다. 표준화를 통해 혼재된
용어를 체계화 및 코드화 하고, 이를 I SO 19115 (지리
정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로 재정리하였
다. 이에 따라 JOISS에 탑재된 자료는 지리정보 검색방
식과 메타데이터 브라우징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

JOISS는 체계적인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관측항목, 해역,
플랫폼 등을 표준화하고 있다.
JOISS에 탑재된 자료는
지리정보 검색방식과
메타데이터 브라우징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JOISS는 품질 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데이터 품질
을 관리한다. 자료의 직접 생산자는 아니지만, 연구과제
에 의해 생산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통자로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품질관리 기준을 참고로 하여 데
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JOISS에서는 날
짜와 시간 테스트, 위경도 테스트, 위치 테스트, 전지구
적 범위 테스트, 지역적 범위 테스트 등 5개 항목에 대해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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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사 포인트

JOISS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온 데이터

준 높은 품질관리 지원하기 위한 각종 알고리즘을 추가

있으며, 자료집에서는 해양환경 이해를 위한 학습활동

적으로 개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

과 함께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활

속하고 있다.

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

DOI 부착으로 데이터 공유 플랫폼 활성화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이터 허브

아울러 JOISS 는 해양분야 최초로 데이터셋에 DOI

JOISS는 연구뿐만 아니라 해양 정책 결정 및 해양수산

(Digital Object Identifier,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부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해상발전, 원유

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서비스를 실시하여 데이터 주소

시추, 해양과학기지 운용, 수중 시설물 건설과 같은 해양

나 위치가 바뀌어도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강점이

개발 시에 JOISS의 자료는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연구 관심이 동일한 연구자들

다. 또한 정책 결정에서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합리

간 연구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협업플랫폼이 활성화

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이와 함께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자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

기존 연구 자료를 파악해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을 뿐

스 및 소설 네트워크(SNS)을 통해 자신의 연구실적 정

만 아니라 데이터 허브로서 데이터간의 연결을 가속화

보나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출판 이전 사전 공개,

하여 전체적인 해양 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발표자료, 홍보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리포지토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해
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다. JOISS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용중인 (주)환경과학

JOISS의 정보는 해양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고 결과를

기술은 JOISS를 오픈 사이언스 분야의 국가대표로 성

분석할 수 있으며, 비교를 통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

장시킬 복안이다.

다. 산포도, 수직단면도, 수평분포도 등 다양한 그래프

앞으로 정선된 연구 자료를 공개·공유하여 우리나라의

로 변환할 수 있다. 연구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교

해양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

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JOISS에서는 학생들과 교

도록 많은 연구자들이 JOISS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사들이 해양 환경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사

또한 오픈 사이언스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 분야 연구 진

들과 협업을 통해 해양교육자료집 제작하여 탑재하고

흥의 좋은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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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미래지도

자동차보다 빠른
건설장비의 무인화 바람
무인화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은 자동차다. 하지만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닌다는 계획은 아직은 지지부진하
다. 안전성 문제와 통신 문제 등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다른 부분에서 무인화가 급속
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것도 차량을 운전하는 것보다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분야에서. 바로 건설 현장에서 불고 있는 무인화 바
람이다.
Writer. 이진주 Photo. 볼보, 코마츠, 현대건설기계 홈페이지

볼보가 공개한 무인 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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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라진 공사장
하늘 위에 있는 드론이 공사장 곳곳을 사진 찍고 분석해 3D 작업도
면을 만들어 낸다. 땅 위에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요란하게 움
직인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굴착기의 운전석에도, 덤프
트럭 운전석에도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굴착기는 땅을 파서 골재
를 채취하고 덤프트럭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골재를 싣고는 정
해진 곳으로 움직인다. 모든 것을 알아서,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수
행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 건설시장의 ‘완전 무인화’ 추세를 나타
낸 모습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인자동차에 쏠려 있지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무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야가 건설 현장이다. 특히 굴착기,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를 중심으로 신기술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건설 현장은 속칭

3D(Diffficult, Dirty, Dangerous) 직종이어서 안전을 위해 무인화가 필요했지만 복잡
한 작업 과정에 맞는 기술이 없어 인력이 장비를 직접 운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장비의 무인화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볼보의 자율주행 덤프트럭

사람들의 관심은
무인자동차에 쏠려 있지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무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야가
건설 현장이다.

이러한 추세의 선봉에는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기업 볼보(Volvo)가 있다. 볼보는 지난

2016년 9월 자율주행 덤프트럭과 휠로더(모래·자갈 등을 퍼 나르는 건설기계) 등 화물 운
반 차량이 운전자나 원격 조종자 없이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해 실어 나르는 현장을 공개
했다. 무인 채석장을 시범 운영한 곳은 스웨덴의 바이칸 크로스. 10주간 진행된 테스트 기
간 동안 이 회사의 연구진은 무인 건설기계들의 작업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증했다. 볼보에
서 주력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자율 주행 전기트럭(HX2)과 하이브리드형 굴착기(EX1)로,
운전석 자체가 없어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했을 법한 외관을 하고 있다. 굴착기는 자동으로
석재를 굴착해 트럭에 담고, 트럭은 목표한 지점으로 알아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한다. 모
든 과정을 자율화 시켰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원격 조정 시스템도 구축했다. 실
제로 연구소 측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격조종을 통해서도 목표지점으
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교한 작업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안전사고 절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산이다.

일본의 드론과 무인 불도저
이 같은 건설장비 무인화 바람은 일본에서도 거세다. 일본 정부는 ‘국토교통성 기술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지난 2012년부터 ICT와 로봇기술을 시공 단계에서 활용하는 정보화·
무인화 시공을 추진 중이다. 심각해지는 인력난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 정보화 시공이란 ICT를 건설 시공에 활용해 생산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시공

볼보의 무인 전기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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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츠의 드론 활용(좌) 및 무인트럭(우)

시스템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건설로봇 기술과 관련하여 정보화 시공 기술 추진 검토회,

세계 건설시장에서
‘무인 건설장비’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자,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보화 시공 보급 연락회 등을 운영해 정보화 시공을 실현 중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본 최대 건설기계 업체 코마츠(Komatsu)는 일찌감치 드론과 운전
자가 없는 불도저를 도입해 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자동화 건설 사업은 △무인 항공기
가 상공에서 현장을 스캔해 이미지를 컴퓨터로 송부하고 △컴퓨터가 3D 모델을 작성하면
△고마츠 무인 불도저와 굴착기가 해당 모델을 이용해 만들어진 작업 계획에 따라 구멍을
파거나 토사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인간은 멀찌감치에서 이를 지켜보며 필요시에만 개
입해 기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카지마 건설은 2015년 5월부터 차세대 건설생산 시스템을 후쿠오카현 댐 공사 현장에 시
범 도입,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콘크리트를 고정할 수 있었다. 2016년에는 무인화한 불도
저와 덤프트럭 등을 오이타 강 유역에 축조하는 댐 건설현장에서 활용, 무인 건설 장비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오오바야시구미건설 또한 운송 로봇을 도입,
내장재 등 비교적 가벼운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맡긴 바 있다.

국내 기업도 ‘無人現場’ 만들기 분주
세계 건설시장에서 ‘무인 건설장비’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자,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건설
사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의 투자로 개
발된 ‘건설 자동화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시범 적용, 무인화 바람에 힘을 실었다. 블루투스
와 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각 현장 별 작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전송, 생산성을 늘린
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기계 역시 자동 지형 측량 기능이 탑재된 굴착기, ‘머신 가이던스’를 개발했다. 이
는 무인 굴착기의 전 단계로 평가받는데, 굴착기에 지형의 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센서와 제어기, 위성항법 시스템(GNSS) 등을 탑재해 정확도를 높였다.
굴착기의 자세와 위치, 작업 범위 등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별도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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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이를 통해 공사기간 및 비용을 20% 이상 줄
일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미 자율 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협업해 무인화된 신제품
을 개발 중이다. 볼보, 일본의 코마츠 그룹과 마찬가지로 자율 주행할 수 있는 무인 굴착
기·지게차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콘셉트 X’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글로벌 기업과 마찬가지로 드론을 활용해 작업장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획득
한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최근에는 LG 유플러
스와 손잡고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측량, 건설기계 작동, 시공 관리 등을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도입했다. 5G 통신·드론·센서 등을 활용해 건설 작업 현장에서
자율 작업과 원격 제어가 가능한 건설기계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두 회사는 앞으로도 드
론을 통한 3D 측량, 작업 계획 수립, 시공 관리 등으로 무인 작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이를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는 한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에서도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무인화=숙명(宿命), 지속적인 관심 필요
무인화는 이미 생활이 됐다. 무인 지하철과 편의점, 홈페이지·앱 주문 접수 등은 일반화됐
고, 이제는 생산·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폭스콘은 중국 청두와 충칭의 올인원 PC 공
장 등 10곳을 완전 자동화했고, 한화 테크윈은 창원 2사업장 일부 공정을 24시간 무인으
로 운영 중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무인 자동차 출시를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앞서 언
급한 대로 건설장비 또한 ‘사람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으로 무인화가 트렌드가 된 셈이다. 이에 발
맞춰 국내외 기업들은 IT 기술 적용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
으로 어떤 무인화 트렌드가 등장할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기업의 행보에 지속적
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순간이다.

현대건설기계의 무인화 개념도(좌) 및 머신가이던스(우)

무인화는 이미 생활이 됐다.
무인 지하철과 편의점, 홈
페이지·앱 주문 접수 등은
일반화됐고,
이제는 생산·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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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심리학

생활의 공간 :
집에 대한
새로운 주거 트랜드

생활공간인 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스스로 자기 만족을 중시
하는 셀프 인테리어 열풍에서부터 그린 인테리어, 집 안을 극장으로
만드는 사운드 바, 호텔식 고급 침구나 리클라이너를 이용해 집안에서
휴식과 여가를 꾀하려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인기다.
Writer. 범상규(공간심리학자,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워라벨 중시하는 신(新)주거 트렌드, 셀프 인테리어

된 정보는 인터넷 블로거나 SNS에서 수많은 팔로어를 끌어당기

익숙한 주거공간인 집은 물리적인 재산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적

는 핫이슈로 대접받는다. 이러한 트렌드 열풍은 실물경제에도 고

인 가치를 담고 있다. 여기서 집이 주는 무형적 가치는 휴식과 여

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셀프 인테리어에 힘입어 홈퍼니싱 시장은

가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집을 꾸미는 데서 느끼는 심미적인 만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 성장세 둔화를 보이던 국내 가구산업에

족감 등에서 얻을 수 있는데 요즘처럼 워라벨을 중시하는 라이프

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인테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중요시 된다. 대표적인 사례

리어 및 생활소품 시장규모는 12조 원에서 2023년에는 18조 원

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홈퍼니싱이 있다. 이 용어는 소형가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명,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해 스스로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

홈퍼니싱 열풍을 몰고 온 것은 세계적인 DIY 가구 브랜드인 이케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인테리어는 전문가의 고유 영역으로 생

아다. 2014년 국내 최초로 오픈한 이케아 광명점의 2016년 매출

각했기 때문에 거실을 꾸밀 때 자신만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은 쉬

액은 3,500억 원으로 전세계 이케아 매장 중에서 가장 많았다. 개

운 일이 아니었다. 즉 거실을 인테리어하는 행위는 집을 짓는 것

장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가구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했지만, 현

과 같은 건축적인 분야로 간주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3~40대 젊

재 국내 가구업체들 역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은 주부층을 중심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바탕으로

으로 인해 시장 파이를 키우는 일명 ‘이케아 효과’가 나타났다. 특

한 홈퍼니싱이 유행이다. 간단하고 실용적인 DIY 가구를 이용한

히 셀프 인테리어 열풍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은 기존 매장을 탈

셀프 인테리어가 홈퍼니싱의 핵심이다.

피하고 SNS 속으로, 인터넷 쇼핑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완제품 가구를 구입하는 대신에 직접 조립하고, 인테리어 전문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샘 등 국내 가구기업은 물론 이마트

공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집주인 스스로 소품과 재료를 구입하며,

등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실내 인테리어 관련 상품 중심의 리빙 편

직접 시공까지 한다. 인테리어 소품의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따지

집숍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이케아가 일으킨 홈퍼니싱 열풍은 국

는 등 상당한 품을 요구하는 데도 인기다. 셀프 인테리어와 관련

내 기업들의 잠자는 경쟁력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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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자신만의 취향이 반영되는 공간으로 인식

심리적 회계상의 여윳돈이나 예비비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최근 홈퍼니싱 열풍이 이처럼 거센 이유는 ‘집’에 대한 생각의 변화

하지만 비록 공돈일지라도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공돈이라 더

에서 찾을 수 있다. 기성세대는 집을 거주공간이자 자산 가치로 받

아깝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의 거품을

아들인 반면, 홈퍼니싱에 주도적인 3~40대는 생활공간이자 자신

무시하긴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정보를 얻고 직접 조립하는 수고

만의 취향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기성세대들은

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가성비 좋은 홈퍼니싱에 열광한다.

전셋집에 살면서 인테리어에 목돈을 쓰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홈퍼니싱 열풍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사회·문화적인 측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게

도 크다. 요즘 미디어에서는 온통 ‘집방’이 유행하고, SNS 상

되면 인테리어에 투자한 비용은 매몰비용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3~40대는 어차피 못살 집, 빌린 동안이라도 잘 꾸미자는 생각
이 강하다. 인테리어 비용은 불요불급한 생활비라기보다는 일종의

최근 홈퍼니싱 열풍이
이처럼 거센 이유는
‘집’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HOME
FUR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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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선 #방스타그램, #집스타그램 해시태그가 하루에도 수천 개

징검다리 연휴에 대체공휴일이라도 끼면 떠나려는 사람들은 더

씩 달린다. 자연스럽게 SNS를 통해 다양한 인테리어 정보를 쉽

많아진다. 그런가 하면 북적이는 여행지나 바닷가에서의 번거로

게 얻을 수 있어 홈퍼니싱에 대한 거부감은 적어지고, 해외여행

움이 싫어 도심 속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특급 호텔서

경험을 통해 얻은 외국풍의 인테리어나 생활 소품에 대한 기대치

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텔과 바캉스를 결합한 호캉스족이 바로 그

도 높다. 게다가 작은 사치로 자기만족을 누리려는 포미(for me)

들이다. 요즘엔 아예 자기 집에서 휴가와 여가를 즐기려는 홈루

족처럼 집을 하나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도

덴스족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집을 뜻하는 홈(Home)과 유희,

한다. 3~40대에게는 불경기일지라도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열만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Ludens)가 합쳐져 주거공간인 자신의 집

한 가치가 있다면 주저 없이 구매하는 소비 패러다임 관점에서

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인터넷 쇼핑

홈퍼니싱은 좋은 대안인 것이다.

몰 옥션이 최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장

급속하게 퍼지는 유행이 그렇듯 홈퍼니싱 열풍도 명암은 존재한

소로 집을 선택한 경우가 58%를 기록했다. 홈루덴스는 주목받

다. 소비자에겐 꿈꾸던 공간을 선사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

는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이들 홈루덴스족에게 집은 더 이상 부

면, 제품과 시공 방법에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모

의 개념이 아닌 나만의 아지트이고 휴식 공간이자 내 취향을 오롯

든 정보를 스스로 찾아 직접 구매하고, 매뉴얼을 보며 시공까지

이 실현하는 공간인 것이다. 번잡스럽지 않으면서도 익숙한 공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완제품이나 작은 소품에 익숙

이 자신만의 쉼터이다. 실제로 젊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국내 결

한 대다수 주부들에겐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한다. 문제는 시공 후

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집에서 쉬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등 A/S도 소비자의 몫이라는 점

거나 특별한 계획 없이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 응답했을 정도다.

이다. 또한 완벽한 매뉴얼과 설명서가 있다손 치더라도 전문가처

홈퍼니싱족처럼 홈루덴스족의 등장이 가져온 대표적인 변화로

럼 완벽한 시공을 기대하긴 어렵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추가비용

집을 물리적 공간에서 심미적 공간으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

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자신만의 취향을 만들어가는 홈퍼니

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나 벽의 모서리가 둥글 때 긴

싱의 매력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장감이 줄어들고, 따뜻한 색깔의 인테리어를 사용할 경우 행복감
을 높여주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다는 신경건축학적 접근이

집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려는 홈루덴스족

한몫했다. 최근 핫이슈로 등장한 대표적인 사례는 단순히 북유럽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인천공항은 늘 북적인다.

풍 소품이나 가구를 이용한 DIY 차원에서 탈피하여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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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나만의 공간을 뜻하는 ‘케렌시아’라는 개념이다. 투우장

이처럼 내 집 인테리어에 열성인 또 다른 이유로는 취향에 맞게 나

에서 소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

만의 공간을 꾸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과 같이

(케렌시아)처럼 현대인들에게도 여유와 힐링을 위한 나만의 공간

온라인상에서 집을 공개하는 ‘랜선 집들이’로 이어지기 때문이

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들

다. 인스타그램에 ‘#셀프인테리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60만 개

여놓거나 프랑스풍 보라색 천연가죽을 사용한 고급 소파에서부

가 넘는 게시물을 볼 수 있다.

터 각도 조절이 자유로운 전동 리클라이너를 설치하는 등 주거 공

홈루덴스족를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는 더 이상 여성만의

간을 자신만의 질 높은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경향도 있다. 더 나

전유물이 아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만 한다면 비용과 시간을

아가 내 방을 쾌적하고 편리한 호텔 룸처럼 바꾸는 홈드레싱을 위

기꺼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해 침구, 디퓨저, 수건 등을 구미에 맞게 바꾸는 사람도 늘고 있다.

나타나면서 ‘맨즈테리어(men과 interior 합성어)’라는 신조어까

호텔식 침구 서비스 전문업체까지 등장할 정도다. 신라호텔의 뷰

지 등장했다. 이들은 창고나 집안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푸른색

티레스트 더원, 롯데호텔의 해온 등 럭셔리한 호텔 침구가 대표적

페인트로 벽을 칠하고 총각 시절부터 수집한 레고와 피규어, 술병,

이며, 특히 3~40대와 신혼부부들의 구매 비중은 전년대비 20퍼

엔틱풍 시계, 무선자동차, 책을 가득 진열해 놓고 누구에게도 간섭

센트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인기다.

받지 않는 아빠·남편만의 공간을 만든다. 대형 모니터로 게임에 열
중하거나 학창시절 꿈꾸던 전자기타와 드럼세트를 갖춰놓고 혼자

소확행을 위한 나만의 공간 꾸미기

만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G마켓에 따르면 2018년 초 4개월 동안

소확행을 실현하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녹색 식물을 인테

인테리어 관련 상품의 남성구매율이 전년 대비 75% 증가할 정도

리어 소품처럼 이용하는 ‘플랜테리어’도 인기다. 비좁은 베란다

로 인기가 높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집밖으로 나돌

에서 벗어나 거실과 안방, 서재까지 녹색 식물을 들여놓고 마치

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나만의 아지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을 키운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이 실내 환

트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

경을 우려하는 심리로 인해 다양한 환경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는 시간이 더 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복잡한 사회관계에서 오는 피로도는 갈수록 강해지지만 마땅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대책은 딱히 없다. 그럴수록 소확행이나 욜로
와 같은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다. 결국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 그
것도 편안함을 주는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새로운 주거 트
렌드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멀리서 찾기보다 편안한 장소로 이미
검증된 집에서 찾고자 하는 홈루덴스족, 자신만의 취향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데서 만족감을 찾는 홈퍼니싱족의 등장은 주거
공간으로써의 생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유행에 머물지 않
고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요
즘처럼 IT산업이 발달한 초연결사회는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대신 어쩌면 인간이 점점 더 외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떠올리면 여가를 만끽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요컨대 집이라는 생활공간이 편리함보다는 심리
적 편안함을 줄 때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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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와이드 리포트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표준화 현황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인 DNA(Data, Network, AI)를 통해 4차 산업혁
명시대를 지배할 융합 신산업 발굴이 치열한 가운데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부각되고 있다. 스
마트시티는 AI, 빅데이터, 5G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교통, 안
전 분야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 중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
마트시티의 개념과 함께 표준화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갖추
어야 할 자세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Writer. 전철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전략팀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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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개념
현재 스마트시티는 트렌드 이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일반적 개념으로 스마
트시티는 물리적 도시시설이 IoT 등 ICT 기술과 접목되어 효율적 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
다. 초기의 스마트시티는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였지만 최근에는 ‘수단’, 특히 ‘구조(플랫폼)’ 로 보는
정의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도시 플랫폼)’로 스마트시티를 정의한 바 있다.

표1. 세계 여러 나라의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
구분

스마트시티 개념

EU(2014)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영국(2013)

•(비즈니스창의기술부) 정형화된 개념보다 도시가 보다 살기 좋은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일련의 과정과 단계

미국(2009)

•(연방에너지부)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통신, 수도, 전력, 주요 건물을 포함한 모든
중요 인프라 상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를 최대화하면서 도시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예방 유지에 효과적이며 안전도가 높은 도시

ITU(2014)

•시민의 삶의 질, 도시운영 및 서비스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 기술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도시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 요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도시

ISO&IEC(2015)

Gatner(2015)

Forrester
Research (2011)

대한민국

•도시와 관련된 사람에게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시민사회를 위해 도시운영 구성요소, 시스템, 데이터와 통합기술을 통해 개선시키는 도시
•다양한 서브시스템 간 지능형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하며, 스마트 거버넌스 운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수행하는 도시
•스마트도시는 주요 인프라 구성요소 및 도시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좀 더 지능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도시 관리, 교육, 의료, 공공안전, 부동산 교통 및
유틸리티를 포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도시 플랫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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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동향
스마트시티는 1990년대 중반 통신사가 주도하는 디지털 시티를 시작으로,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빠르게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다. 해외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Google·CISCO ·Intel 등과 같은 기업들도 AI·IoT·BigData 등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교통, 환경, 치안 등 도시문제를 ICT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표준과 관련해서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표준회의) 등
국제기구와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IEEE(미국전기전자학회), oneM2M(사물인터넷 분야 글로벌
표준화 협력체)과 같은 표준화기구들이 5G, 사물인터넷 등의 인프라 분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데이터 분야,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등 서비스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요소기술별로 글로벌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반면, 스마트 시티의 공통기술인 가이드라인, 평가지표, 플랫폼 등의 국제표준화는 각 표준화기구별로 개발 중
에 있다. 먼저 ITU는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 SG20(IoT, Smart cities & communities 분
과)에서 스마트시티에서 ICT 활용,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KPI 권고 표준개발을 2017년 완료하였고,
스마트시티 구축과 운영을 위한 표준을 개발 중이다.

표2. 스마트시티 요소기술별 국내외 표준화 현황
요소기술

주요내용

국제기관

국내기관

3GPP, ITU-R WP5D

TTA STC3,
5G포럼

스마트시티 요소기술간 사물 스스로 적응적 상황인지 및
대응하는 사물지능 인터페이스 등

ITU-T SG20, JTC1
SC41, oneM2M

TTA STC1,
사물인터넷포럼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위한 유무선 광액세스망 및
스마트그리드 통신 등

ITU-T SG13/SG15,
IETF, IEEE

TTA TC2,
SDN/NFV포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언어·시각·음성지능 등 핵심요소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상호작용 및 행동을 도와주는 지능형 서비스 등

ITU-T SG13, JTC1
SC42/SC29/SC35

TTA TC4, TTA STC2,
지능형컴퓨팅포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의 금용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대응 및
스마트시티 정보연계 융복합을 위한 표준

ITU-T FG DPM/DLT/
DFC,
ISO TC307

TTA TC5,
분산원장기술표준포럼

차세대보안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정보수집·가공·활용기술 간
정보보호를 위한 인터페이스 등

ITU-T SG17, JTC1
SC27

TTA TC5,
정보보호표준포럼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과 인프라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산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 등

ISO TC204, ITU-T
SG16/SG17/SG20,
3GPP

TTA TC9,
스마트카포럼

스마트헬스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 및
개인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 표준 등

ITU-T SG16, ISO
TC215

TTA TC4,
디지털헬스포럼

시공간 및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지능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UHDTV, 몰입형미디어방송, 크라우드 미디어 표준 등

ITU-R SG6, ITU-T
SG16, JTC1 SC29

TTA TC8,
MPEG포럼

무인기ICT

ICT·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완전한 자율·원격 비행 표준 등

ITU-R SG5, ITU-T
SG17, ISO TC20

TTA STC1,
국제무인기포럼

지능형로봇

시각·청각 등 감각 센서를 통해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자율 동작하는 로봇지능, 안전성 및 호환성 등 표준

ISO TC299, ITU-T
SG16

TTA TC4,
스마트로봇표준포럼

5G

인프라

사물인터넷

지능형네트워크

데이터

서비스

실감방송/미디어

차량-단말, 차량-인프라 간 등 Enhanced V2X,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위한 5G 네트워크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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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에서는 ISO TC268(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와 공동체에 대해 지속가능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지침, 프레임워크 및 관련 기
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IEC는 SyC Smart Cities(Electrotechnical aspects of Smart Cities)에서 전기 시스
템 분야의 에너지, 홈/빌딩, 헬스케어, 교통, 서비스, 항공, 스마트 워터 등에서 도시 시스템
의 통합, 상호 운용성 및 효율성을 위한 표준을 개발 중이다. 특히 ISO와 IEC 두 그룹에 속한

ISO TC268과 IEC SyC Smart Cities는 2017년 스마트 시티의 개념 모델 및 모델 수립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스마트도시협회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침을 함께 제정하고,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ISO/IEC JTC 1 WG11(Smart Cities)은 2017년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위한 모델수립
지침인 스마트 시티 개념모델의 제정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참조구조 및 성능 평가 지표 표
준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표준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스마트도시협회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
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표준화를 위해 ‘스마트시티의 표준화 전략(ICT 표준화전략맵 Ver.2019)’을 수립하였
으며, 2019년 ICT 표준 10대 이슈로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을 선정 발표하였다. 또한, 산하의 사물인터넷
특별기술위원회(STC1)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표준 개발과 5G, 빅데이터, 자
율주행차 등 ICT 요소기술 분야의 표준 개발·보급에 나서 2018년 현재 스마트시티 관련 360여 건의 표준을 개
발했다. 2018년 10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CJK-17)에서는 5G와 정보보호, 사물
인터넷(IoT) 등 요소기술들이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중일 ICT 표준화 기관의 활동과 비
전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도시협회의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도 최근 ‘스마트시티 통합 관
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 및 상호연동 시험규격 1.0’ 등 27건의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 및 인증
기준을 개발했다.

스마트 도시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스마트시티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도시 서비스의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도시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미래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은 실증단계에 머무르는 경우
가 많고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역시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해도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스마트시티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의 신기술이 현실에 적용되는 미래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데이터, 서비스
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표준화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전체 관점에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평가지침 등 공통기술의 부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 확보가 중요하다.

이 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 이슈 2018-1호 「4차 산업혁명 핵심 융합사례 스마트시티 개념과 표준화 현황」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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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아이디어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LX sBIM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전현석 대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착안한 아이디어

전현석 대리가 지난 9월 열린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LX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에서 근무하는 전현석 대리

‘건물공간정보 구축과 LX sBIM’를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전현석 대리가 제안한
‘LX sBIM’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가 지적제도 선진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제41회 지적세미나
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현석 대리가 발표한 ‘건물공간정

지적측량을 통해 획득하는 방대한 양의

보 구축과 LX sBIM’은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

데이터와 건물도면 실내공간정보를

폼으로서의 LX 비전 2030에 한 단계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연

3D로 모델링해 큰 비용 투자 없이 집과 상가 등
소규모 건축물들의 입체공간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조인기(아프리카스튜디오)

구과제로 평가받았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또는 건축정보모델
링이란 건축물의 자재, 공정, 공사비 정보 등 각종 공사정보를
입력해 3차원 입체모델로 작성하는 기술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BIM은 건축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신속·명확
히 하고, 시공방법을 최적화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여 비용이 상당해서 우리나라에
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같은 대형 건축물 위주로 도입해 왔다.

LX sBIM에서 s는 간단하다는 ‘simple’과 작다는 ‘small’을
의미한다. 전현석 대리가 제안한 LX sBIM은 BIM의 미니 버
전 또는 간단 버전이라기보다 건축물에 속성정보를 부여해 3D
모델링한다는 의미로 BI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2009년 LX에 입사한 전현석 대리는 경
기지역본부 평택지사, 수원지사 등을 거치며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17년 2월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발령
을 받은 그는 LX에서 지적측량을 할 때 취득하는 건물외곽정보
가 상당하다는 데 주목했다.
건물외곽정보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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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측량을 할 때 현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다. 특히 건물외

가 보유한,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건

곽선 정보를 지적도에 그리고, 결과물로 만들어 발급하기도 하

물외곽정보와 건물 설계도면의 실내공간정보를 더해 3차원으

는 건물현황측량은 건물외곽선 외에 건물공간정보까지 취득할

로 모델링하자는 아이디어다. 지적측량에서 나온 정확한 정보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LX 경기지역본부를 기준으로 2017년

와 측량을 접수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의 정보를 토대로 3D 모

한해에만 약 6,700여 건에 달한다.

델링을 하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데이터를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중에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

구축할 수 있다.

각했습니다. 그래서 LX sBIM을 고안하게 됐죠.”

LX sBIM은 지적도의 건물현황측량 신청 필지정보와 현장에

브이월드에선 건축물대장 정보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서 관측한 건물외곽선정보, 설계도면에서의 도면상 건물외곽정

기본 정보는 현재 텍스트 형태로만 볼 수 있다. LX sBIM은 LX

보, 골조정보, 높이 등을 종합해 3D 모델링 작업을 거치면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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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석 대리가 제안하는 LX sBIM

용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쉽게 우리가 자
주 이용하는 집과 상가 등 소규모 건축물들의 3차원 재현이 가
능하다.

1

LX sBIM, 스마트시티 실현시키는 도구됐으면
“처음에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시뮬레이션을 할 때 유용한 자
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사건에서는 수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몇 달 뒤 발생
한 전주 찜질방 화재에선 새벽시간대에 불이 났음에도 사망자
LX sBIM의 정의와 특징

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천 화재 이후 대피 훈련을 실시했기 때
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집이나 상가 등의 소규

2

모 건물들의 공간정보는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3차원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소방관들이 건물 각각의 특
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차
례 활용되더라도 인명과 직결된 데이터는 무조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의 LX sBIM이 소방 시뮬레이션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
LX sBIM 프로세스

대, 관심이 집중되는 스마트시티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는 디지털 트

3

윈이 유용하게 쓰인다. 초대형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스마트네
이션’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버추얼 싱
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버
추얼 싱가포르는 실제 싱가포르 모습을 그대로 온라인상에 구
현하는 3D 가상 도시 플랫폼이다. 건물의 높이와 내부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기후정보, 교통량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
LX sBIM 모델링

되어 도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2018년 8월, LX는 LX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시와 협약을
4

맺고 전주시 행정정보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실험사업’에
돌입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를 만들 계획이다.
“지적세미나에서 LX 국토정보실 국토기획부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LX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구축 실험사업에 사용되면 좋
겠다는 의견을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
기대효과 - 디지털 트윈 활용

물 중 대다수는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LX sBIM은 우리 생활
과 가까이 있는 상가들, 마을들을 모두 그려낼 수 있습니다. 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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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sBIM은
소방 시뮬레이션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관심이 집중되는
스마트시티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않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LX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사
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개인 자격으로 지적세미나와 같은 대회에 참여하더라도 공간정
보사업처에선 내 일, 네 일 따로 없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결론
을 도출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LX sBIM에 대해 공간정
보사업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횟수만 따져 봐도 5, 6회
정도나 돼요. 당시 나온 질문들을 그대로 지적세미나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공간정보사업처 동료들 앞에서 여러 차례 발표를

sBIM이 스마트시티를 그려내는 가장 기본 도구, 스마트사회를

거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터라 지적세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꿈꾸는 LX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

미나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었죠. 처장님을 비롯

를 희망합니다.”

한 공간정보사업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현석 대리는 2018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지하공

대상 수상의 원동력, 공간정보사업처의 관심

간통합지도 제작의 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현석 대리에겐 2018년 3월 주제 선정에서부터 9월 지적세미

“2009년 LX에 입사했으니 만 10년이 되는 2019년은 뜻깊

나 최종 결선까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

은 해입니다. LX가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전담기관인 만큼

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7살 아들 찬이, 3살 딸 지온이를 돌보

LX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아이들이 잠든 밤 10시부터 과제에 몰두해야 하는, 결코 쉽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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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이야기

사진과 동영상을
이해하는 AI
중국 최대의 AI스타트업 센스타임

범죄자를 검거하는 AI

2018년 봄 중국의 장시성에서 콘서트에 입장하던 한 남성이 공
안에게 체포됐다. 경제 범죄로 수배되어 있던 이 남성은 수개월
간 공안의 눈을 피해 도피 중이었다. 하지만 수만 명이 모인 자
리에서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문제
였다. 그는 5만 명이 운집한 콘서트 장에서 수배자로 지목되었
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 중에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어디일
까?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하지만 영상 인식 분

서 이 남성을 알아보고 수배자라고 지목한 사람은 누굴까? 그를

야로 한정한다면 한 기업이 가장 빼어나다고 확언할

알아본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었다. 콘서트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수 있다. 바로 중국의 스타트업 센스타임이다.

는 카메라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촬영된 영상을 안면인식 기

Writer. 편집부 Photo. 센스타임 홈페이지

술로 분석하는 AI가 그를 수배자로 지목했다. 공안은 AI가 지목
한 사람을 찾아내 검거하기만 하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치 높은 AI 스타트업

2018년 4월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가
장 높은 AI 스타트업이 탄생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중국의 작
은 기업 센스타임이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스타트업 센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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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time)이 알리바바가 이끄는 컨소시엄으로부터 6억 달
러를 투자받아 기업가치가 30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에 달하
게 됐다고 보도했다. 2014년 창립한 이 기업은 불과 4년 만에 세
계에서 가장 값비싼 AI 스타트업이 되었다. 이 기업에 투자한 곳
은 중국의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중
국의 가전 유통업체 쑤닝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쟁쟁한 기

센스타임은
2015년과 2016년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이미지넷의
비주얼 이미지 인식대회(ILSVRC)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업과 자본들이었다.

영상 판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센스타임은 전체 인원이 1,20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중 800
명이 연구 인력이고, 여기에는 중국 대학은 물론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대 박사급 과학자와 구글·마이크로소프트·바이두 출
신의 엔지니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센스타임은 중국의 최다 인
공지능 특허보유 기업이기도 하다. 연구 중심 기업이고 인공지
능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인 것이다. 이런 센스타임이 가진 핵
심 경쟁력은 안면인식을 비롯한 영상 판독이다. 이미지 식별, 영
상 분석, 영상 판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2015
년과 2016년에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이미지
넷의 비주얼 이미지 인식대회(ILSVRC)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을 맺은 상태이며 이 지역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신원식별 기술

보다 뛰어난 이미지 인식 결과를 선보인 것이다.

을 제공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기술을 사는 것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센스타임에게 중국 인민데이터의 접

정부의 지원이라는 든든한 성장 배경

근 권한을 주었다. 보통 학습용 데이터베이스가 1천만 장의 이

그렇다면 이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게 된 배경은

미지를 갖기도 힘든 상황에서 센스타임은 20억 장이 넘는 이미

무엇일까? 일단 중국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덕이 크다. 중국

지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고도

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고성능 감시기술을 요구한다. 중

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

국의 감시카메라 대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13%씩 성장하고

식이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1천만 장 내외의 학습용 이미지를

있다. 센스타임은 이미 광저우, 심천 등의 보안당국과 파트너십

사용하며, 이후 인공지능 학습의 고도화를 위해 추가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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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센스타임은 정부

별이나 인종이 달라지면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유색 인

의 지원을 통해 일반 스타트업이 수급하는 양의 수십 배에 달하

종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각각의 인

는 학습용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활

종이나 성별의 특성을 한 번에 합칠 경우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

용할 수 있었다.

한다. 때문에 특정업체의 경우 성별이나 인종별로 설정을 다르
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이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인종 구

중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성은 센스타임의 AI의 알고리즘을 고도화는 데 최적화되어 있

여기에 중국의 복잡한 인종 구성도 센스타임의 학습 알고리즘

었다. 복잡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 덕분에 AI는 훨씬 더

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보통 안면인식 알고리즘은 성

많이 그리고 깊게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 체
제도 도움이 되었다. 서구 유럽 국가에서는 사생활 침애 문제 때
문에 사진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센스타임은 국
가의 지원 아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 없이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핀테크에 안면인식 기술활용
이렇게 완성된 안면인식 기술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앞서 언
급한 치안 분야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
은 이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결
제와 인증시스템을 비롯한 핀테크이다. 센스타임은 중국의 아마
존이라고 불리는 징둥 닷컴과 함께 스마트폰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모바일 안면인식 결제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안면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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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가 불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습
득하더라도 임의로 결제하기는 극히 어렵다. 센스타임은 또 중
국의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과 손잡고 안면인식을 기반으로
한 실명인증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최대 P2P금융
사인(개인 대 개인의 금융, 여기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
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의미) 제다이바오와 협력해 얼

MIT대학의
‘인텔리전스 퀘스트(Intelligence Quest, IQ)’
프로젝트도 일반 기업의 참여를
2018년 봄에 처음 허락했는데,
이 기업이
바로 센스타임이었다.

굴인식을 실명 확인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러한 결과 2017년 센
스타임의 매출액은 1억 달러를 넘었다.

커플 매칭에도 활용되는 안면인식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규제하는 흐름이다. 아

센스타임의 안면인식 기술은 싱글들의 커플 매칭에도 활용된다.

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업계 일부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의 위

중국의 온라인 커플매칭 플랫폼인 중국의 온라인 커플매칭 플랫

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폼 전아이왕(珍愛網)과 함께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커플매칭
서비스를 서비스한 것이다. 이 커플매칭 서비스는 딥러닝(Deep

다른 분야와 협력을 통해 AI 기술 고도화

Learning)과 이미지 처리기술이 결합해 회원들의 얼굴 정보를

하지만 이미 최고의 기술 수준을 인정받은 센스타임은 다른 분

바탕으로 성격, 선호도를 파악해 최적의 상대를 선정하게 된다.

야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킬 태세이다.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서비스는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취미, 관심사, 배우자 선호도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센스타임과 협력하기

와 같은 데이터를 접목해 적합한 상대를 선정한다. 여기에다 안

위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양새다. 2017년

면인식 기반 매칭시스템이 결합돼 커플 매칭의 적합도가 대폭 향

겨울 센스타임은 일본의 혼다기술연구소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상됐다고 업체는 밝힌다.

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센스타임의 이동체 인식기술과 혼다
의 장면 이해, 위험 예측 기술을 융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고급

인권 문제에 따른 규제가 확산의 걸림돌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같은 해 미국의 퀄컴도 스

현재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승승장구 중

마트 기기의 두뇌로 쓰일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센스타

이지만 유럽 등 서구에서 안면인식을 활용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임과 협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MIT대학의 ‘인텔리전스 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 부호가 붙어 있다. 그 걸림돌은

스트(Intelligence Quest, IQ)’ 프로젝트도 일반 기업의 참여

인권 문제다. 얼굴 정보가 수집되는 것에는 사생활 노출의 위험

를 2018년 봄에 처음 허락했는데, 이 기업이 바로 센스타임이었

이 수반된다. 특히 안면 정보의 경우 한 번 노출되면 심각한 피해

다. 이렇게 다른 기업과 협력하면서 센스타임은 자율주행, 스마

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때

트기기, 인간지능형 알고리즘 등 다양한 AI 활용 기술을 발전시

문에 유럽이나 미국 등 인권 선진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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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웹 & 앱

서울을 색다르게 체험하는 법
서울 관광안내 앱 ‘서울 한양도성’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광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 특히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
수품이 되면서 관광 홍보를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마트
폰 관광 애플리케이션은 한 번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와 관리를 통해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있는 앱도 있다. 바로 ‘서울 한양도성’앱이다.
Writer. 편집부

한양도성과

서울의 관광자원 중 궁궐과 함께 인기가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성곽, ‘한양도성’ 기행이다. 1394년 조선은 한

한양도성 앱

양(漢陽)으로 도읍지를 옮겼다. 그러면서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한양 주변에 성을 쌓았다. 바로 한
양도성이다. 이 성은 1396년 축조한 후 여러 차례 개축하였으며, 북악산과 낙산, 남산, 인왕산 능선을 따라
연결되었다. 평균 높이가 5~8m 전체 길이가 약 18.6km에 이른다. 서울 시내를 관통하고, 주변에 볼거리
도 많아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산악구간의 경우에도 그리 높지 않고 접근성도 좋아서 주말이
면 한양도성길을 걷는 내국인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한양도성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9월 모바일앱 ‘한양도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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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서울 한양도성앱은 서울 한양도성길을 안내하는 관광앱이다. 복잡한 기능을 담기보다는 깔끔하고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인 구성을 통해 필요한 기능만을 담았다. 앱의 주요 콘텐츠는 4가지로 분류된다. 한양 도성에 대한 역사, 문

기능

화적 사실을 알려주는 ‘도성이야기’, 도성을 둘러볼 때 유용한 ‘지도 코스’, 코스탐방에 재미를 더하는 ‘스
템프 투어’, 도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오디오 가이드’다. 서울한양도성 홈페이지, 한양도성박물관 등 외부
정보 연계 통로도 있다. 하지만 한양도성에 대한 소개와 안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초기화면

기본 메뉴

전체 메뉴

도보 여행

한양도성앱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메뉴 구성도 한양도성길 도보 여행에 맞추어진 맞춤 콘텐

맞춤 콘텐츠

츠로 꾸몄다. 이중 특히 주요 포인트에 대한 해설과 함께 처음 가는 사람도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
한 지도가 눈에 띈다. 일반적인 지도에 비해 시인성이 뛰어난 약식지도와 네이버지도, 다음지도와 연동한
메뉴는 다른 앱을 만들 때에도 참고가 될 만한 메뉴다.

도성이야기 메뉴

도성이야기의 세부 구성

약식지도의 전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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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지도 세부선택화면

네이버지도 모드

찾아가는 길 선택 화면

찾아가는 길 안내 화면

(1) 도성 이야기
‘도성이야기’는 한양도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다. 한양도성 주요 포인트의 역사적인
가치와 위치, 구성 등을 함께 담았다. 여기에 노약자를 배려한 글자 크기 조절 기능을 추가하고, 주요 사진
을 함께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약식지도
한양도성길은 총 18km 길이로 백악구간, 낙산구간, 흥인지문구간, 인왕산구간, 남산구간, 숭례문구간의

6개 구간으로 나누어진다. 약식 지도는 ‘약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뿐, 자체 제작 전자 지도로 흠잡을 데
가 없다. 여섯가지 코스 속 조망명소, 포토존, 편의시설, 성석 위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실시간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자신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약식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한양도성길을 다 둘러
볼 수 있을 정도다.

(3) 다양한 모드 지원
지도 코스는 약식지도모드를 비롯해 길찾기 모드, 네이버지도 모드, 주변편의정보 모드 등 실질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드를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약식지도 모드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위치를
모를 때, 혹은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길찾기 모드도 지원한다. 한양도성앱의 장
점 중 하나는 일반 사용자에게 익숙한 네이버지도와 연동을 통해 길찾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지도 위에 약식지도를 겹치는 방법으로 한양도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4) 구간 정보
한양도성길 6개 구간은 산길과 도심, 공원길 등이 혼재되어 있다. 또, 백악구간(창의문~혜화문 구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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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고, 신분증 지참 등 구비해야 할 것들도 있다. 구간 정보에서
는 주요 구간에 대한 구간 해설과 함께 거리, 소요시간, 개방시간, 통제시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5) 찾아가는 길
한양도성길의 주요 합류 및 입장 지점을 찾아가는 길도 안내해 준다. 여기에는 다음카카오의 길찾기 서비스
가 응용된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를 기준으로 도보나 택시, 교통편을 알려주기 때문에 원하는 지
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6) 스탬프 투어
둘레길을 걷는 또다른 재미, 한양도성 스탬프 투어도 앱을 통해 즐길 수 있다. 한양도성 4개 구간에는 각각
스탬프를 찍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앱을 실행하면 스탬프에 자동으로 도장이 찍힌다. 서
울시에서는 4개 구간의 스탬프를 모두 받는 사람에게 완주 기념 배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양도성 앱은 2014년 최초 등록 이후 꾸준히 방문객이 늘고 있다. 이는 앱로그 분석 기능 탑재, 공공데이
꾸준한 업데이트와

터 연계 추가, 설문조사 기능 추가 등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유지 관리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앱의 추가적인 기능을 보강한 점은 다른 관광안내 앱들이 참고
해야 할 지점이다.
한편 2018년에 3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공공앱은 895개(국회, 선관위 등
특수 앱 제외)였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앱은 436개. 행정안전부는 이 중 145개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90개는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꾸준한 유지관리로 사랑받는 지자체 관광앱
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스탬프 투어 안내 화면

스탬프 투어 인증 화면

오디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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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드는 기업

3D 지도의 가능성을 현실로
실시간 3D 지도제작기업 ‘모빌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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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테크
●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학관 B187K

● 주요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인공지능 공간정보 인지 기술,

● 홈페이지

www.mobiltech.io

● 기술문의

tech@mobiltech.io

L-레플리카

2017년 이스라엘의 기업 ‘모빌아이’는 17조 원이 넘는 가격에 인텔에 인수됐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불과했던 이 기업이 웬만한 완성차 업체보
다 높은 가격에 팔린 이유는 무엇일까? 모빌아이는 렌즈를 이용해 시각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다. 이 기술로 세계 첨
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 System)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었다. 덕분에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
업에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모빌아이와 같은 미래를 꿈꾸는 기업이 있다. 바로 설립 2년차의 스타트업 모빌테크다.
Writer. 김형일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3차원 지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 산업·기술계의 화두가 되면서 3D 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2차원 지도를 뛰어넘어 3차원 좌표값을 갖는 3D 지도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
마트시티 등 새로운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3D 지도를 제작하
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실 상황을 일일이 스캔해야 하고, 지도 이외
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3차원으로 만들어 구현해 내야 한다. 적지 않은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도전하기 힘든 분야다. 이 때문에 선진국 일부 큰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
공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사업화의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

모빌테크는
라이다(Lidar)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주변을 스캔하고
이를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다.

근 3차원 지도제작에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2017년에 창업한 스타트업 모
빌테크다.

정밀한 초소형 실시간 3D 구축 지원 솔루션
모빌테크는 라이다(Lidar)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주변을 스캔하고 이를 3차원으로 구현하
는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다. 2017년 4월에 창업한 이 업체는 같은해 7월 실시간 3D 매
핑 시스템인 ‘L-레플리카’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L-레플리카는 라이다 센서
를 바탕으로 주변 사물을 스캔해 3차원 지도로 표현한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주사하고 물체
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측정하는 장비로 사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한 측정 능력까지 자랑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3차원 지도 제작에 가장 최적화
된 장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까지 국내에서 라이다 기반 실시간 매핑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선보인 업체는 없었다.

XL-레플리카를 장착한 차량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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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연구하다 3D맵의 부재에 아쉬움 느낀 것이 창업 계기
이런 신기술을 선보인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는 본래 드론과 관련한 관성항법장치 연구자였
다. 드론시스템 제어 연구를 하다가 3D 지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창업의 계기였다. 드론에 라
이다를 부착하는 연구를 하였지만 드론은 규제가 심했고, 3D 지도가 없었기에 운용상의 제약
도 많았다. 그래서 3D 지도 매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3D 지도의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한 장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래 적성에 맞는 연구를 하거나 작업을 하면 지치는 줄 모르잖아요. 3D 지도가 제게는 그랬습
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3D 지도의 가능성도 무궁무진했고요.”라고 김 대표는 말한
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높은 가격의 라이다 기반 매핑 장치를 들여오고도 복잡한 운용 방법과 솔
루션 지원 부족 때문에 애를 먹는 사례들을 보고 스캔장치와 솔루션을 모두 개발해야겠다고 마
음을 먹었다고 한다. “작고 간편한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결합한 장
비들을 보면 이것저것 덕지덕지 장비를 붙이고 다니는데,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간편
한 장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GPS의 도움 없이 주변지역을 매핑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된 것이 ‘L-레플리카’다. ‘L-레플리카’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반으로 제작되어 GPS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이다를 활용
하여 주변 포인트 클라우드와 사진을 기록하기 때문에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지하와 공중공간
에서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센서를 들고 움직이며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드론, 로봇까지 거의 모든 장비에 부착이 가능하다. 때문에 기존 3D
지도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던 빌딩 숲과 같이 지형이 복잡한 지역이나 쇼핑몰과 같은 실내 지역,
GPS 송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3D 지도 구축이 가능하다.

공장 외부 3D 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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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점 때문에 출시부터 주변에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었기
에 수요도 적지 않았다. 기술협력을 요청하는 곳도 많았다. 대형포털업체와 완성차업체에서
도 관심을 보여 왔고,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도 사업참여를 요청해 왔다. 투자도 이루어졌
다. 2018년에 네이버와 현대자동차에서 각각 기술투자가 이루어져 함께 공동 프로젝트도 수
행했다.

모빌테크는
지도 제작분야에서 기술을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3D 지도의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GPS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
하지만 김 대표는 작은 L-레플리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특히 자율주행차량에 제공하
는 3D맵의 경우 이동 중에도 위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SLAM 기반 라이다의 경우에는
고속 이동 중에는 위치값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모빌테크에서는
2018년 ‘XL-레플리카’를 개발하고, 7월 첫 선을 보였다. 이 제품은 MMS방식을 기반으로 정
확성이 이전 제품 대비 대폭 상승하였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노이즈 감소 기술 등을 적용하여 보

다 효율적으로 3D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모빌테크는 이 제품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 지도를 제작하는 데 기술력을 집중하는 한편, 기술 검증과 배포 등을 통해 3D 지도 확
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대한 3D 기반 정밀도로
지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술은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모빌테크에서는 이
분야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실증할 계획입니다.”라고 김 대표는 말한다. 2019년에는 ‘XL-레플
리카’를 활용해 서울시 일부지역을 3D 지도로 제작하여 기술을 실증하는 한편, 제작한 지도 및

건물 내부 3D 지도 제작

데이터도 무료로 공개해 3D 지도를 활용한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센터 협의체’에도 참여하는 등 기술협력에 참
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3D 지도 활용에 대한 협력과 기대
4차 산업혁명에서 공간정보, 특히 3D 지도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등 현실을 디지털화하는 데에는 스캔기술과 스캔 데이
터를 효율적으로 맵핑하는 지도 제작 기술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그에 대한 연구·투자가 미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모빌테
크는 지도 제작분야에서 기술을 하나씩 쌓아나가면서 3D 지도의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
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
다. 그러기 위해 모빌테크도 다른 분야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본격적인 3D
지도 제작 솔루션 스타트업 모빌테크의 앞날과 새로운 3D 지도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
고 지켜보도록 하자.

XL-레플리카

현장 취재

대한민국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상이 한자리에!

세계 유일 자율주행모터쇼,
제2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자율주행차의 중심으로 육성 중인 경기도가 지난 11월 15~17일 제2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를 개최했다. ‘새로
운 경기, 자율주행 시대를 열다!’는 주제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제2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는 1만 여 명이 방
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조인기(아프리카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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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금토동과 시흥동 43만㎡(약 130만 평) 규모의 판
교 제2테크노밸리는 자율주행 실증단지로 조성 중이다. 제로시
티(Zero City)라고도 불리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지난 11월
15~17일 제2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판교자율주행모터쇼는 세계 유일의 자율주행모
터쇼로, 이번 행사는 자율주행차 제로셔틀(Zero Shuttle)의 최초
일반인 시승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시승회, 자율주행 국제포럼, 자
율주행 산업박람회, 대학생 자동차 융합기술 경진대회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1인승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최초 일반인 시승 이뤄져
4대의 무인 자율주행차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들이 물속
에서 호흡을 맞추듯 각기 다른 코스를 유려하게 주행하는 것으로
모터쇼의 막이 올랐다. 부드럽게 차량이 움직였지만 운전석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터쇼의 하이라이트 시승회 행사에서는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
술연구원에 의뢰,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
틀의 일반인 시승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제로셔틀은 운전자 없이

1 제2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를 빛낸 자율주행차(성균관대, 제로셔틀, 나브야, 국민대학
교)와 100% 전기로만 움직이는 인천대의 E포뮬러.

2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의 제로셔틀이 첫 일반인 시승을 진행했다.
3 자율주행 산업박람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KT, 에스디시스템, 켐트로닉스가 공동
부스를 차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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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로셔틀은 차량에 장착된 센서 외에 관
제센터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융합해 판단하는 만큼 더욱 안전하
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기업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미니버스인 나브야
(Navya)와 승용차 형태의 자율주행차 시승도 마련됐다. 프랑스 샤
를 드골 공항과 영국 히드로 공항 등 세계 17개국에서 운행 중인 나
브야 차량에 백서우, 백건우 두 자녀와 함께 탑승한 서은주 씨(경
4

기도 광주시)는 “인터넷 지역 카페에서 사전 신청 소식을 보고 접
수했는데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주행하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선
물해 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아반떼 차량을 개조한 성균
관대 SAVE팀의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천성민·서경은 씨 가족(경
기도 고양시)은 “자율주행차 탑승은 처음이라 불안함이 있었는데
커브를 돌 때도 안정감이 있어 놀랐다”며 “다만 코스가 짧아 아쉬
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아들 천승원 군은 “운전자가 손도, 발
도 대지 않았는데 차량이 저절로 움직여 신기했다”며 즐거워했다.

5
4 자율주행차 시승회 신청자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포럼, 산업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여

5 자율주행 국제포럼에서 페이유왕 베이징 중국과학원 교수가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6 지난 11월 15일, 이번 행사의 시작을 알린 개막식.

LH기업혁신성장센터 안에서는 자율주행 국제포럼과 자율주행차
산업박람회가 열렸다.
페이유왕(Fei-Yue Wang) 베이징 중국과학원 교수의 기조 강연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병행 주행(Parallel Driving for Smart

안전 최고 속도 25km/h로 달리는 11인승 저속 셔틀버스로, 지난

Mobility)’을 시작으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개최된 자율주

9월부터 판교에서 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해 왔

행 국제포럼은 ‘자율주행과 미래교통 전망’, ‘스마트 모빌리티 핵

다. 판교자율주행모터쇼 첫 날인 11월 15일 오전에는 아시아태평

심기술과 법제도 이슈’, ‘미래교통을 위한 교통혁신과 판교제로시

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리종혁 조선

티’ 등 3개 섹션과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토론을 통해 세계 자율주

아시아태평양평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 5명이

행차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

제로셔틀에 탑승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는 기회가 됐다.

취재진이 탑승해 본 제로셔틀은 자율주행차와 각종 장치 간 네트

자율주행 산업박람회에선 20여 개 관련 기관·기업이 차량 감지

워킹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와 정밀지도 덕분에

2
센서와 자율주행차 부품, 초소형 전기차, 안전주행장치 등 자율

GPS 없이도 위치정보를 파악해 스스로 주행하는 부분이 인상적

주행차 관련 첨단기술을 선보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판교 자

이었다. 제로셔틀이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일반도로를 주행하

율주행 실증단지를 함께 구축해 가는 KT, ㈜에스디시스템, 켐트

는 사이 다른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제로셔틀은 급정거를 하

로닉스와 공동 부스를 만들어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자율주

며 안전거리를 확보했고, 이때 몸이 앞으로 쏠려 승차감은 다소 부

행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주행 통합관제를 위한 고정밀 디지

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

털 지도 제작과 GIS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소개했다. 한국국토

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발하고 있어 아직 승차감까지 고려

정보공사는 지난 9월 4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KT, 만도, 차세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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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활성
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도 자율주행 산업박람회에서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 과제를 소개했다. 공간정보연구원이 주관기

공간정보연구원도
자율주행 산업박람회에서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
과제를 소개했다.

관으로서 2020년 5월까지 수행하는 이 과제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관성항법장치(INS)와 같은 다중센서를 부착한 차량을 주
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한 후 기준정보 생성기술·확장형 지도 구축
기술·인식기술 평가방법 등의 개발 과정을 거쳐 공개용 표준 DB

트가 진행됐다. 나브야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 S자 구

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간 통과, 정지선과 보행자를 인지하고 정지하기, 주차 등 여러 미

이 과제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지능형자동차의 상용화 기

션을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차가 4:1로 승리했다.

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율주행산업박람회에선 자율주행 이동체 솔루션을 소개한 인포

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세계 유일의 자율주행모

뱅크(주)와 교육기관과 연구소에 자율주행, 드론, 협동로봇 등을

터쇼인 제2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

공급하는 위고코리아(주)도 주목을 받았다.

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1년 앞

행사 마지막 날인 11월 17일에는 자율주행차 나브야와 사람이 운

둔 내년 제3회 행사에서는 어떤 진보한 기술들이 소개될지 기대

전하는 자동차가 대결하는 ‘자율주행차 VS 인간 미션 수행’ 이벤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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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알쓸신잡

알고보면 쓸모 있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 이번 공간정보 알쓸신잡에서는 에그 테크 그리고 라이다와 레이더에 대해 알아본다.

新 잡다한 지식

Writer. 편집실

에그 테크가 주목받는 이유
농업과 ICT를 융합한 ‘에그 테크(Ag Tech : Agricultural
Technology)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등 세계적으로 굵직굵직
한 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다. 언뜻 보기에
첨단 신기술이 아니고 시장도 정해져 있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밀 농업이나 수직농장과 같이 제

거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는 것을 무슨 까닭일까?

한된 경지면적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 핵심이

가장 큰 이유는 농업 분야가 시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주목

다. 정밀 농업은 ICT를 활용해 비료, 물, 노동력 등 투입자원을 최

해 봐야할 것은 인구다. 세계 인구는 1804년에 10억 명을 돌파

소화하는 방법이다. 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드

했고, 1927년에 20억 명을 기록했다. 그러다 1960년에는 30

론으로 비료를 살포하고, 전자파로 해충을 박멸하며, 인력 투여

억 명을, 1987년에는 50억 명을 돌파했다. 통계리서치 사이트

없이 기계가 자동으로 수확하는 기술 등이 활용된다. 경지면적

인 wordmeters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전세계 인구는 76

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법도 쓰인다. 땅 위에서의 경작만이

억 6,676만 명이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세계

아니라 층층이 건물을 올리는 수직농장이 주목받는다. 여기에서

인구는 3배 이상 늘었다. 인구는 지금도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는 기후, 일조, 토양, 온도, 습도 등에 따른 수확량 정보를 대량으

2050년도 되기 전에 전세계 인구는 9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

로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재배 조건을 조성하며 최대의

망된다. 그에 비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의 면적은 지구

생산성을 노린다.

온난화와 산업화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작지

한편 식품의 전자상거래도 에그 테크의 핵심 분야이다. 그간 식

면적이 매년 1%내외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식량

품은 유통기간이 짧고 냉장 유통을 필요로 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농업기구는 2050년까지 70%의 식량 증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하기에는 장애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배송수단의 등장과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배송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에그 테크다. 농업에서도

2018년 IResearch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신선식품 전자상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성을 끌

거래는 전년 대비 59.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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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눈, 레이더(Radar)와 라이다(Lidar)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상상
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특정한 단어를 자주 듣게 됐다. 바
로 레이더와 라이다다.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두

확하게 갈린다. 우선 라이다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에 가까

장치는 비슷한 발음과 기능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 이 두

운 파장을 활용한다. 맨눈으로 식별 가능한 것들을 기계적

장치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

으로 식별할 수 있다. 더욱이 작은 파장으로 인해 입자와 같

레이더(Radar)는 ‘Radio Detecting And Ranging’의 약

이 작은 물질까지 감지할 수 있다.

자다. 비행기가 나오는 영화에서 자주 들을 수 있던 단어

하지만 레이더는 적외선보다 약간 긴 파장의 전파를 활용

다. 허공에 전자파를 발사해 어떤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

한다. 도달거리가 긴 파장으로 인해 멀리까지 관찰할 수 있

는 반사파를 측정하여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

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은 감지하기 어렵다. 또 레이더

아내는 장치다.

는 전파의 직진성, 반사성, 투과성으로 인해 눈, 비, 황사와

라이다(Lidar)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

같이 기상악조건에서 우수하게 작동한다. 이에 비해 라이

다. 전자파 대신에 레이저를 발사하고 주위의 대상물체에

다는 눈, 비, 황사와 같은 조건에서는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을 측정함으로써 그 주변의 모습을

서 원하는 물체를 제대로 감지하기 어렵다.

정밀하게 그려내는 장치다. 레이저 레이다 또는 3차원 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두 장치는 각각의 활용도가 다르다. 레

캐너라고도 불린다.

이더는 멀리 떨어진 물체를 파악하기 좋고, 기상악조건에

두 가지 모두 반사파를 측정하여 물체를 파악한다는 점에

서도 견딜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된다. 라이다는 정밀

서 공통점이 있지만, 라이다는 전파(Radio) 대신 레이저

한 측정과 공간해상도가 좋다. 물체의 형태를 빠르고 입체

(Light)를 활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물체에 반사되어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되돌아오는 것을 측정한다는 원리는 같지만 두 장치는 빛

자율주행차량에서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조합하는

과 전파라는 활용 매개가 다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명

것이 추세다. 악조건에서 가동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라이다를 모두 활용하여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편 결정적으로 두
장치는 가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레이더는 가격 부담이
크지 않지만 라이다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 때문에 레이
더는 전후 좌우면으로 장착하면서도 라이다는 1대만 장착
하는 차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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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이야기

Writer. 최선웅
(한국지도학회 부회장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사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보물 제1538호

동국대지도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지도제작자
인 정상기(鄭尙驥)는 중년 이후 두문
불출하고 저술에만 몰두했다. 덕분
에 <농포문답(農圃問答)>을 비롯한
많은 서적을 편찬하는 한편, 이전에
제작된 지도들의 결함을 개선해 정
확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
가 만든 지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리척(百里尺)을 이용해 제작한 대
형 전국지도인 《동국지도》이다. 이
지도는 ‘대전도’와 이를 8도로 나누
어 첩으로 만든 ‘팔도분도’로 구성
되어 있다.

정상기의 동국대지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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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지도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울릉도 동쪽에 뚜렷하게
그려진 우산도(于山島)의
모습이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는 북쪽의 지형이 납작한 조선 전기의 지도
를 탈피하여 한반도를 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회화식으로 그려
진 백두대간의 굵은 산줄기는 끊어짐 없이 지리산까지 이어지고
장백정간과 청북정맥, 해서정맥, 낙동정맥도 백두대간처럼 뚜렷
하게 드러나고, 그 밖의 산줄기도 지맥까지 빠짐없이 묘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안선과 물줄기도 현대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
음만큼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행정경계는 그려지지 않았으나, 각 도별로 사각형 기호에 표기

“나의 친구 정상기는 세밀히 연구해 만든 백리척으로 견주고 헤아

한 군현 명을 색상으로 구분하였다. 경기도는 황색, 강원도는 군

려 지도 8편을 작성하였는데, 멀고 가까움과 높낮이를 모두 실제

청색, 충청도는 분홍색, 전라도는 적색, 경상도는 보라색, 황해

와 같이 묘사하여 실로 진귀한 보물이며 이 지도와도 대체로 들어

도는 흰색, 평안도는 회색, 함경도는 검은색으로 나타냈다. 군영

맞는다. 그는 저쪽 지역의 산천이나 평탄하고 험준함까지도 눈으

인 영아(營衙)는 원 기호에 청회색으로 나타내었고, 도로는 적색

로 본 것처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나도 그 지도를 얻어 간직

으로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였였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

하여 뒤에 공을 세울 사람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 글은 이익(李瀷)

는 해로가 그려져 있으며, 이밖에 진보ㆍ산성ㆍ봉수 등은 기호로

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나오는 글로, 정상기가 만든 지도를

표시하였다.

칭송하는 내용이다.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지 알 수

동국대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약 2,200개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다.

자연지명이 약 1,200개, 인문지명이 약 1,000개이다. 자연지명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는 3폭으로 이어 만든 견지(絹紙)에 채색

가운데는 교통의 요로가 되는 고개명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으로 그렸고, 크기는 가로 147.7cm, 세로 272.7cm로 낱장으로

인문지명에는 고을 명이 약 330개로 가장 많고 영아ㆍ진보ㆍ산성

된 조선시대 전도 가운데 가장 큰 지도이다. 이 지도는 제작기법이

등 군사 관련 지명이 약 250개에 달한다.

나 표현방식, 제작시기 등으로 판단해 정상기가 제작한 전국지도

동국대지도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울릉도 동쪽에 뚜렷

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사본으로 평가되는 지도이며, 제작 시기는

하게 그려진 우산도(于山島)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조선전도에는

경상도 산음(山陰)과 안음(安陰)이 1767년 산청(山淸)과 안의(安

우산도가 그려져 있지 않거나, 있다 해도 울릉도 서쪽에 표시된 지

義)로 바뀌기 이전의 지명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755년에서

도가 많다. 이에 비해 동국대지도는 우산도의 공간정보가 올바로

176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표현되어 영토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도의 기본도에 해당하는 팔도분도 중 함경북도 지도 우측 하
단에 씌어 있는 발문에는 동국대지도가 백리척에 의해 위치와 거
리가 정확한 지도이며, 정상기가 이 지도를 제작하게 된 목적과 지
도제작에 관한 과정, 범례 등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다. 발문 끝에
는 백리척이 그려져 있는데, 이 잣대의 실제 길이는 약 9.5cm로,
100리를 9.5cm로 표시한 잣대이다. 10리를 조선시대 5.4km로
계산한다면 지도의 축척은 56만 8천분의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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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숨은 이야기

겨울 측량의 어려움
Writer. 오복동((前)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

겨울이면 온 몸이 웅크러진다. 차가운 날씨에 온 세상이 꽁꽁 얼

17)으로 올랐다. 그러나 그날 해질 무렵 약속한 식당에서 만난

어붙고, 바깥 활동도 하기 어렵다. 측량도 그렇다. 날씨가 추울수

모습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날 A팀은 “천15” 하나만 찾았을

록 관측도 어렵지만 조표를 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기지점을 찾
는 일도 그렇다. 하지만 어디 일이라는 것이 날씨를 가려서 할

뿐 다른 점은 찾지 못하고 종일 헛수고만 했다. 그것도 그럴 것

수 있겠는가. 이번 숨은 이야기에서는 추운 날씨와 관련된 이야

이 당시에는 지표상에 보여야 할 삼각점 표석을 동네 아이들이

기해 보고자 한다. 1970년대 초반 통영에서 있었던 이정부 님

장난으로 훼손하는 일이 잦았고, 어른들도 ‘일본 사람들이 조선

의 이야기다.1)

땅에 정기를 끊는다고 산의 맥마다 돌심을 박았다’하여 뽑아버
리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반석은 흙에 묻혀 얼어 있는 일도 있
어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내일은 얼어붙은 땅을 파서라도 반석

1971년 경상남도 통영군 용남면 죽림리 인근에 약 20ha의 경

을 찾아야 하는데, 겨울 바람이 세찬 산꼭대기 어디를 파야할지,

지정리지구 확정 측량 요청이 대한지적협회 부산지부 직할출

또 아주 못 찾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었다. 지금도 기지삼각점

장소로 들어왔다. 당시는 지적협회 부산지부에서 부산과 경남

을 찾으려면 이렇게 언 땅을 찾아야지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을 함께 관할하던 때였다. 부산에서 통영까지는 그리 먼 길은 아

다음날 산꼭대기를 파낼 곡괭이와 삽을 준비하고 어제 올랐던

니었지만 도로가 좁고 비포장된 곳이 많아 아침 일찍 출발하더

산을 다시 올랐다. 꼭 찾아야 하지만 만일 못 찾으면 그 자리에

라도 저녁 무렵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확정 측량을 위해 통영에

조표를 하되 ‘못찾은 점’이라는 표시로 깃발을 뒤집어 기(상백

도착하니 해가 이미 기울어서 측량을 바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하홍)를 달기로 약속했다. 이런 점은 기지삼각점을 찾는 가까운

조금 늦었지만 군청과 지적협회에 도착 신고를 하고 저녁 식사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삼각망 구성상 보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필요한 작업이다.

이튿날 아침 기지삼각점을 찾아 조표를 하기 위해 2명을 한 팀

아침 10시쯤 산꼭대기에 도착해 반석이 있을 만한 지점을 팠

으로 2팀이 산에 올랐는데 A팀은 원문포구 서쪽 제석봉(해발

다. 하지만 땅이 얼어서 곡괭이 끝이 탱탱 튕길 뿐 파지지 않았

279m의 기지점 천28)로, B팀은 원문포구 동쪽 원평리(해발

다. 바람도 얼마나 센지 옆 사람의 말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바

109m의 천104)와 장문리 삼봉산(해발 242m의 기지점 천

람에 눈물이 어려 앞을 가누기도 힘들었다. 점심시간에 가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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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을 먹는 둥 마는 둥하고 산꼭대기를 다 뒤지다시피 파 보

식당 종업원이 측량사들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를 한 모양이다.

았지만 찾지 못하고 하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다행이 B팀

그래도 책임자가 통영군 지적계장과 지적협회 출장소장집에 전

이 “천104”의 반석을 찾았다고 해, 반가워 얼싸안고 겅중겅중

화를 걸어 신분을 확인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찾은 두 점으로는 사각망을 구성

세 번째 날은 아침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어 이전의 이틀보다 훨

할 수 있겠으나 기지삼각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위험했다.

씬 추웠다. 하지만 “천28”과 “천17” 2점 중 한 점이라도 찾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삽입망인데 그러자면 기지삼각점을 한 점

야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한 것을 하늘이 들으셨던지 “천17”은

더 찾아야 했다. 그러나 정확한 지점도 모르면서 얼어붙은 땅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도 아주 우연히.

파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천17”은 장문리 삼봉산(해발242m) 꼭대기에 있다. 그런데,

그날 밤 측량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그렇다고

지형상 겨울이 되면 서북풍이 원문포를 건너 삼봉산의 급경사

대책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을 수도 없었다. 분위기를 전환할 필

를 거슬러 올라와 산 정상에서도 그대로 치솟는 바람에, 산 정

요가 있었다. 이런 때에는 술이 제격이었다. 그나마 나름 명분을

상에서는 측량기계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분다. 1910

세웠다. “고사를 지내자”는 명분이었다.

년대에 삼각점을 처음 선점하고 매설한 날도 아마 그랬던 모양

“산신에게 고하지 않아 기지삼각점을 찾기가 어려우니 늦었지

이다. 그래서 이를 피하려고 무풍지점을 찾아 삼각점을 설치했

만 오늘 고사라도 지내자”라고 누군가 제안을 했다. 고사를 지

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곳이 바로 정상에서 동쪽으로 약 10m

내자는 구실도 있었겠지만 아마 모두들 찬 바람에 지친 몸을 술

지점이다.

로 위로받고 싶었을 것이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 식당 종업원들

측량사들은 반석을 찾으려고 산 정상에서 세찬 바람을 맞으면

이 우리를 요상한 눈초리로 봤다. 작업복 차림에 흙 묻은 신발,

서 교대로 땅을 팠다. 그리고 교대로 쉴 때가 되면 바람이 잔잔

시커멓고 거칠어 뵈는 몰골을 수상하게 보는 시선은 어쩌면 당

한 동쪽 10m지점의 얕은 웅덩이에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다.

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더 이상한 답변을 한 것이 화근이

하루종일 산 정상을 깊고 넓게 팠지만 반석은 없었다. 저녁이 되

었다. “어데서 왔는데예”라고 묻는 종업원의 물음에 “산에서 왔

어서도 반석을 찾지 못하고, 보점용 깃발을 세우고 하산을 위해

십니더”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고 아무 생각없이 산신께 정성

불을 껐다. 불을 끄면서 땅을 헤집는데 땅 바닥이 이상했다. 작

껏 예를 갖춘 다음 고사를 지내고, 각자 들었던 잔을 비우고 주

대기 끝이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 몇 시간 동안 불을 피웠으니

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다가 통행금지가 되기 전에 여관으로

땅이 녹았을 텐데 이상했다. 무언가 싶어 헤쳐 보니 중앙에 +자

돌아왔다. 그런데 여관으로 돌아와서 곯아떨어진 것도 잠시 측

가 새겨진 반석이 있었다.

량사들에게 벼락이 떨어졌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이다. 아마도

갑자기 “으~이, 으~이” 비명 같은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달려왔
다. 달려온 두 사람들은 두 손을 번쩍 쳐들며 “찾았다! 반석을 찾
았다!”하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다. 며칠간의 고생이
한 번에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산을 내려오는 중에 해가 지고 바
람이 차가워졌지만 측량사들은 춥지 않았다. 추위 속을 뚫고 목
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1) 지적, 2000년 7월호에 실린 이정부 님의 사례를 재구성하였다.

72

공간정보 핫 키워드

공간정보 연관 검색, 무엇이 있을까?
2018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간정보와 연관된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핫키워드를 찾고, 뉴스를 통해 그 의미를 짚어 보자.

부동산
한국국토정보공사

일자리

공간정보
중소기업

드론
중기부

본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소셜데이터(kbig.kr) 분석을 토대로 주요 관계를 파악하고, 한
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분석도구(kinds.or.kr) 및 뉴스 검색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추출했다.
* 검색 기간 : 2018. 9. 1. ~ 2018. 11. 30.
* 검 색 일 :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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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 부동산

공간정보 - 일자리

9월 공간정보와 관련한 핫 키워드 중에는 ‘부동산’이 가장 첫

9월에 부동산 다음으로 공간정보와 연관된 단어는 ‘일자리’였

머리에 있었다. 연초부터 핫 키워드로 자주 언급되었던 부동

다. 9월에는 공간정보와 관련된 취업박람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산이 공간정보 연관 검색어 중 상위를 차지한 데에는 올 여

9월 6일에 ‘항공산업 취업박람회’가 있었고, 10일에는 ‘2018 물

름 부동산 열풍과 관련이 깊다. 이에 따라 각종 언론 매체에

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가 있었다. 또, 9월 12일에는 ‘스마트

서 부동산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 냈고, 여기에 언급된 ‘공간

국토엑스포’가 있었으며, 9월 17일에는 ‘2018 글로벌 인프라협

정보’가 부동산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와 함

력 콘퍼런스(GICC)’가 열렸다. 이에 따라 ‘박람회’를 비롯하여 ‘

께 9월에 있었던 각종 일자리 박람회도 부동산의 연관 검색

국토부’, ‘취업자’ 등이 공간정보와 연관된 검색어로 이름을 올렸

어 순위 상승과 연관된다. 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과 취업

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더(The) 좋은 일자리 위원

박람회 등을 소개하면서 ‘공간정보가 부동산 거래나 배달 서

회’와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1만여 개 창출 계획도 ‘일자리’와 공

비스 등과 연결된다’고 설명하면서 공간정보와 부동산이 함

간정보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께 언급되었다.
국토부

대책

취업
국토부

공간정보+부동산

박람회

공간정보+일자리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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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 드론 - 서울시

공간정보 - 한국국토정보공사

10월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는 ‘드론’이었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공간정보와 함께 자주 언급되었다. 여

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10월

기에는 우선 LX공사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가장 큰 몫을 했

1일부터 12일까지를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 주간으로 지정하였

다. LX에서는 하반기 신입사원 126명의 채용 계획을 발표해 많

다. 이에 이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드론관련

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다. 한편 10월에는 LX 및 LX지역본부·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뉴스거리를 만들어냈다. 한국국토정보

지사가 펼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도 여럿 있었다. LX 경기지역

공사에서도 전국드론축구대회 및 드론레이싱대회를 개최하였으

본부가 남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전공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며, 국방부와 경찰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경기도청 등이 총 16개

고, LX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마련하였다. 한편,

분야 직업체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연구원도 지역 학

서울시에서 개최한 ‘드론 활용 정책제안 경진대회’도 드론과 관련

생들에게 공간정보 기술을 소개하는 재능기부를 실시하였다. 이

된 행사였다. 서울시는 드론을 시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굴하고,

와 함께 전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한 ‘산학협력 R&D’ 자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유과제 공모,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도로명주
소 VR 체험관’ 부스 운영 등도 한국국토정보사의 순위를 끌어올

한국국토정보공사

린 뉴스들이었다.

서울시

드론

공간정보+드론

공간정보+한국국토정보공사

무기계약직
국토부

직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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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 중기부- 행안부

11월 공간정보 분야에서 가장 큰 반응을 보인 뉴스는 국토교통

공간정보 연관어 중에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

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협약이었다. 11월 12일 김현미 국

안전부도 있었다. 이는 ‘제6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

토교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

진대회’와 관련된다. 이 대회는 국민생활 속 공공데이터의 활용

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

과 확산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진방안’과 ‘도시재생·국토교통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내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었다. 2018년에는

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임

총 1815개 팀이 참여하였고, 1월부터 11월까지 예선 및 통합

대 4만호를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중기부는 스

본선을 치르고 11월 12일 최종 결선인 왕중왕전이 개최되었

마트시티, 스마트 건설, 공간정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혁신

다. 그 결과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건물 에

스타트업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사업화 및 정보·금

너지 절감 인공지능 플랫폼’을 발표한 ‘나인와트’팀이, 제품 및

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지정보
를 제공하는 ‘G-MOC’을 발표한 ‘LBStech’팀이 각각 대통령
상을 수상하였다.

뉴딜사업

중기부

업무협약

국토부

공간정보+중소기업

스마트

공간정보+중기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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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리포트

서울시 토지이용과 교통량에 따른
미세먼지의 공간분포
Writer. 정종철(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학과 교수), 이상훈(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조교수)

1. 서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

도시의 대기오염 물질은 도시생활에서 건강 및 보건에 밀접한

세먼지(PM2.5) 농도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되는 먼지에 의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기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

영향이 30~50% 수준이고, 나머지는 한국 내에서 발생되는 것

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환경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

가 있다.

해 대기오염측정망의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미국보건영향연구소(HEI)는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운영하는 측정망은 전국적으로 총 45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

29㎍/㎥로 세계 보건기구 권장 기준인 10㎍/㎥의 3배를 나타

러한 측정망의 운영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

내며, OECD 35개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대기오염도가 높다고

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최근 미세먼지 측정방법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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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질적인 측면에서 대기오염측정망은 측정소 위치 구조와

과 비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대상 지역이므로 서울시 행

운영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구역을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대기질 평가 연구는 미세먼지 측정자료에 기반하여 다양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PM10과 PM2.5의 농도 분포를 지역

한 미세먼지 분포 분석과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정책

별로 측정소 주변 토지이용의 특성과 면적 차이에 따라 미세먼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건강상 위해성과 발생

측정값의 공간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과 비교 분석하였다.

원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에 의해 공간정보를 이용한 미세먼

또한 농도 분포의 변화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통량의 차이를

지 분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려하여 농도분포에 영향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적정한 측정소의 위치를 평가하는 연구와 근린생활권 영역을 통

특히 2018년 1월 17일과 18일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시에

해 호흡기질환과 미세먼지 농도 분포 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서는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자 하는 시도가 있으나, 이를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

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한 시점으로 이에 대한 공간분석

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그림 2>.

서울시는 각 구별 25개 도시대기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5

<표 1>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기여하는 도

개 도시대기측정망과 함께 주요 도로에서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시지역, 인구와 인구밀도, 연료의 타입과 사용량, 풍향, 풍속과

14개 주요 도로에서는 도로변 측정소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대

같은 기상조건과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

기질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PM10과 PM2.5를 동시

나,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시간 단위의 미세먼지 분포를 분석한

에 측정하여 측정소 기반 PM10과 PM2.5 미세먼지 측정 자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공간보간 기법으로 토지이용과 교통량

의 분석이 용이하고, 도로망에 의한 교통량 등 공간자료의 분석

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

표1. 미세먼지 배출원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 목록
요소

관련 연구

토지이용(주책, 도로, 산업)

Sun et al. (2004); Jung et al. (2010); Duan et al. (2012);
Lee et al. (2012); Han et al. (2015); Wang et al. (2017)

도시 지역

Wang et al. (2017)

인구와 인구밀도

Park et al. (2016); Wang et al. (2017)

소득 수준

Wang et al. (2017)

차량등록 대수

Park et al. (2016)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Sun et al. (2004); Park et al. (2007); Duan et al. (2012)

연료의 타입

Shen et al. (2014)

계절 변화

Jung et al. (2010); Duan et al. (2012); Wang et al. (2017)

날씨 변수(바람, 강수량)

Park (2011); Lee et al. (2013); Ha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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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설은 측정소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이 PM10과

주요 도로에서의 도로변 측정소 미세먼지 대기질 측정자료를 수

PM2.5의 농도 분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고,

집하고 이를 측정소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측정자료의 공간보간

또한 차량이용이 미세먼지의 발생(Lee, 2008)과 더불어 미세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2>.

먼지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이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공간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과 도로변 측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정소에서 제공되는 PM10과 PM2.5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

데이터를 이용하였고<그림 1>,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2018년

시의 미세먼지 농도 분포도를 제작하고, (2) 미세먼지 농도에 영

1월 17일과 18일을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적인 요인을 토지이용과 교통량

다<그림 2>. 수집된 미세먼지 측정자료는 측정소의 토지이용 용

으로 한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미세먼지 농도 분포도와 비교

도에 의해 주변 환경인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표

함으로써, 서울시 미세먼지의 공간적인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1.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 위치

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서울시 행정구역 25개 구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
는 도시대기측정망과 주요 도로에서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14개
표2.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2018년 기준)
용도

도로변
대기
측정소

녹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상업

한강대로, 도산대로, 신춘로, 종로, 청계천,
화랑로, 홍릉로

주거

공항대로,동작대로,강남대로

준주거

길동

준공업

영등포로

주거
도시
대기
측정소

측정소 명칭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준주거

구로구

녹지

송파구

상업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그림2. 2018년 1월 서울의 PM10과 PM2.5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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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측정소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이용 용도를 구분하여
측정소 위치정보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은 측정소의
위치정보와 서울시 구별행정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4. 연구 절차 순서도

를 분석하였고, 서울

PM 데이터를 통해 분포도를 제작

시내에 형성되어 있는

Qgis IDW 클리깅 활용

대로를 중심으로 교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공간분석 단위인 헥사곤의 서울

통량 자료를 QGIS에

시 구획을 제시한 것으로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동일
생활권 내에서 보행권, 통학권, 역세권 등의 개념을 반영하여 반

공간요인 분석
토지 피복 지도

교통량 데이터

경 500m 내외의 연계 가능한 동일 소생할권을 구분하여 근린생
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Kim and Kwon, 2016). 이를 바탕으

간법을 이용하여 분포
도를 제작하였다<그

상관분석을 통한 결과 유도

로 반경 500m의 원을 포함하는 6각형(헥사곤; Hexagon)을 하
나의 기준 단위로 하여 총 803개의 헥사곤으로 서울 전 지역을

서 제공하는 IDW 보

림 4>. IDW 보간법은

Jeong(2014)의 연
요소별 가중치 부여

구획하였다<그림 3>.

구결과에서 서울시 미
세먼지 농도 분포 결

과를 비교하여 공간분포 지도의 성과를 검증하였다.
그림3. 도시 공간 분석을 위한 헥사곤 지역 구획 모형

3. 연구결과
3.1. 미세먼지 지도 구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서울시의 시간대별 PM10, PM2.5 농도
분포도 중 오전 6시 측정자료를 아래 <그림 5>, <그림 6>에 나타
내었고, 시간대별 분포지도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부록 1, 2).

그림5. 2018년 1월 17일 오전 6시 서울의 PM10 농도 분포

2.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미세먼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QGIS 내의 공간보간기법
중 거리반비례기법(IDW)를 적용하여 측정소의 시간 단위 측정
값을 공간보간하였고, 연구에서 적용한 공간보간기법의 결과
를 헥사곤 격자 틀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분포도로 제작하
였다. 서울시의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차별화된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인 6시와 8시
사이 및 18시와 20시 사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별, 시간대
별 미세먼지 농도 분포도로 제작하였다.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
와 공간적인 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구별 토지이용분포

*논문 본편의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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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2018년 1월 17일 오전 6시 서울의 PM2.5 농도 분포

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그림 6>, 부록 2. (a)~(k)). 18일의 경
우, 출근시간에는 강남지역의 동작구와 관악구 그리고 강북지
역의 중랑구를 중심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퇴근시간에
는 도봉구와 성동구의 고농도가 나타났고, 이후 영등포구, 중랑
구 및 성동구 지역에서 상대적인 고농도 양상을 나타내었다(부
록 2. (a)~(k)). 본 연구의 시간 범위 내에서의 측정소별 PM10과

PM2.5의 평균 농도는 각각 <그림 7> 및 <그림 8>과 같다.
PM10의 경우<그림 7>, 영등포로는 행정구역 중 유일하게 120
㎍/㎥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2개의 측정소가 미세먼지

그림7. 2018년 1월 17-18일 서울의 행정구역별 평균 PM10 농도

서울시의 시간대별 PM10, PM2.5 농도 분포도를 비교한 결과
는 서울시 PM10의 경우, 한강지역을 기준으로 한강유역과 강
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분포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된 것으
로 관찰되었다(<그림 5>, 부록 1. (a)~(k)). 17일의 경우, 출근 시
간에 동작구와 서초구 지역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퇴근시간
에는 서쪽으로는 영등포구와 마포구, 동쪽으로는 강동구와 송파
구 지역이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18일의 경우 출근시
간에는 마포구와 중구 지역이, 퇴근시간에는 17일과 같은 패턴
을 나타내었다(부록 1. (a)~(k)).
서울시 시간대별 PM2.5 농도 분포도 중 오전 6시 측정자료를
그림 6에 나타내었고, 시간대별 분포지도는 부록 2 첨부하였다
(부록 2. (a)~(k)).
서울시의 시간대별 PM2.5 농도 분포도를 비교한 결과는 강북
상부 지역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및 서울 중심지역인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함께 농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6>, 부록 2. (a)~(k)). 17일의 경우, 출근시간에는 이른 시
간부터 서울 전역이 서초구, 강동구 및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고
농도를 나타내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농도가 낮아지는 공간분
포를 나타내었고, 퇴근시간에는 서울의 서쪽과 동쪽지역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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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PM2.5의 경우<그림 8>,

3.2. 토지이용과 미세먼지 농도 분포

동작구, 영등포구, 강동구 지역의 PM2.5 농도가 80㎍/㎥을 넘

측정소 주변 반경으로 각 행정구역별 측정소 주변 상위 3개의 토

겨 가장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로변과 행정구

지이용면적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하면, PM10의 농도는 다른 행정구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주거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분석

역에 비해 대로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PM2.5의 농도는 대

되었으며, 예외적인 지역 6곳이 분석결과 도출되었다. 상업지역

로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7, 8>. 대로변

이 가장 넓게 분포한 지역은 중구(66%), 종로구(55%), 강남구

을 제외한 PM10과 PM2.5의 비교에서는 PM10 고농도 지역

(42%), 영등포구(42%)로 나타났으며, 성동구의 경우 지리적

인 서초구와 송파구가 PM2.5의 중간 농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으로 한강이 포함되어 내륙수(45%)가 가장 넓은 면적으로 차지

<그림 7, 8>. 반면에 PM2.5 고농도 지역인 동작구와 영등포구

하는 것으로 구분되었고, 용산구의 경우는 측정소 주위에 대형

는 PM10의 중간 농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

공원 등의 포함으로 인하여 활엽수림(44%)이 가장 넓게 분포하

었다<그림 7, 8>.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세먼지 농도의 지리적인 분포의 경우, 미세먼지 크기별로 행

그림8. 2018년 1월 17-18일 서울의 행정구역별 평균 PM 2.5 농도

정구역과 상위 3개의 토지이용형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PM10과 PM2.5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서초
구의 경우, 모든 행정구역에 공통 주요 형태인 주거지역(40%)
이 1위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상업지역과 교통지역이 주요 형
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PM10과 PM2.5의 농도가 모두 높은 편
인 영등포구의 경우, 상업지역(42%)이 가장 높았고, 주거지역
(31%)에 이어 3위로 교통지역(27%)이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PM10과 PM2.5의 농도가 모두 낮은 것으
로 나타난 중구의 경우, 1위는 상업지역(66%), 2위는 교통지역
(22%)으로 나타났으나, 앞의 두 지역과 달리 활엽수림(13%)이

3위를 차지하였다.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의 숲 면적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PM10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동대문
구, 서대문구, 서초구 및 송파구였으며, 이 지역들은 송파구의
인공초지를 제외하면, 숲으로 조성된 지역이 토지이용형태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PM2.5가 높게 나타
난 지역은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였으며, 동작구의 활엽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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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외에는 숲이 토지이용의 주요한 형태가 아니었다. 한

그림9. 서울 주요 도로의 교통량 분포

편, 강북구의 경우(표 2), 활엽수림(30%)과 혼효림(15%)이 토
지이용에서 주요한 형태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PM10과 PM2.5
의 농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용산구의 경우, 활엽수림(44%)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PM10의 농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PM2.5
에 있어서는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또는 자연초지가 상위 3개의 토지
이용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도봉
구, 동작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및 중랑구로 총 10
개 지역이며, 이 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구는 평균

PM10 농도가 100㎍/㎥ 이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
을 종합해 볼 때, 도시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절대적으로 낮추지

량과 대로의 영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 교통량이

는 못 하더라도 도시 내 미세먼지 농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

많은 지역은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M10과

등 강남 지역에 많은 교통량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교통

PM2.5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들의 공통적인 토지이용형태

량이 많은 영등포로와 인접한 영등포구의 경우 미세먼지와 초

를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위 3개의 면적 분포 중 가

미세먼지가 양쪽 다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행정구역 중

장 많은 면적으로 상업 지역과 교통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PM10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서초구 역시 교통량이 높게 나

서 상업 지역과 교통 지역은 미세먼지의 인공적인 발생과 상관성

타났다. PM2.5의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동작구의 교통량도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로의 분포밀도가
낮은 강서구, 양천구 및 노원구의 경우, PM10의 농도는 낮고

3.3. 서울시 교통량 분석

PM2.5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교통량에 의한 미세

도로교통량은 PM10과 PM2.5의 농도에 의해 도시 대기와 도

먼지는 발생은 PM10의 농도 증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로변의 미세먼지 발생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다. PM10은 입

으로 판단되었다.

자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도로변 비산먼지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PM2.5의 농도는 에어로졸과 질소산화물과 같은

4. 고찰

경우차량의 배출가스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

고 있다. 따라서 PM10과 PM2.5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

나, 미세먼지의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공간연

는 서울시 대로변의 측정값을 교통량 보간 분포를 지도화한 결과

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PM10과 PM2.5의 농

와 비교하여 그림 9에 제시하였다.

도분포를 파악하고, 토지이용형태와 교통량을 대상으로 미세먼

연구에서 서울시 대로변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각 대로별 교통

지 농도 변화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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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구역별 미세먼지의 농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동차가 생성해 내는 미세먼지의 양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세밀

PM10과 PM2.5의 농도 분포가 시간대별, 일자별로 다르게 나

한 도로교통과 특성을 비교한 미세먼지 농도의 시간에 따른 분

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연구에 다양한 영향인자에 대한 고려가

포의 변화연구를 제안하고, 공간정보의 활용 기술개발을 제안

요구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 특히 서울시의 상업, 주거, 녹지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소 주변 반경 토지이용형태를 고려한 결과,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단독

첫째, 상업지역 및 교통지역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상승시키는

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등과 같은 주거 형태에 대한 고

공간적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활엽수림 등과 같은 식생지

려도 미세먼지 농도 분포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

역은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

었다.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공

다. 하지만, 단편적인 요인의 분석만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분포

원 등의 공간적인 분포도 연구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과 주변 지역과의 영향관계도 고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위해 2부제 교통운행과 대중교

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장기간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이용 확대 정책(무료 지하철, 버스 교통비 정책), 경유 차량 운

이용한 시계열 분석과 유효한 영향인자를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행 제한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정책

등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개발을 위한 공간분석 기술은 서

추진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과 저감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연

울시 연구지역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과 자동차 이용을 중심

것으로 판단되었다.

으로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토지이용의 경우 이용형태를 산업단지와 도로 및 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제안할 수 있으며, 자동차 이용의 경우에는 자

참고문헌
본 논문의 참고 문헌은 지면 관계상 생략합니다. 참고문헌은 공간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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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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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아마존보다 더 빠른 드론 물류가 나타났다
Writer. 이진주(칼럼니스트) Photo. 집라인, 어러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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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드론을 통해 물류를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사

존이 드론 상업 배송을 성공한 것은 3년이 지난 2016년 12

람들은 드론을 통한 택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날을 손꼽

월이었다. 그것도 그나마 이벤트 성격이 짙은 테스트 배송

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마존이 드론 물류를 선보이
겠다고 약속한 시점은 이미 지났으며, 날이 갈수록 그 시점

이었다. 당시에도 아마존은 드론 배송이 수년 내에 본격화

은 미뤄지는 듯하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다른 기업들이 본격

될 거라고 자신했다. 그리고 2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마존

적인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 완성형 기술은 아니지만 창의적

이 드론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뉴스는 등장하지 않

인 문제 해결방법을 통해 드론 배송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

고 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드론 배송 상용화 소식이 들려

을 살펴보자.

온다. 심지어 아마존보다 더 빠르고, 힘세며, 법으로부터 자
유롭다고 한다.

- 본격적인 드론 배송 시대를 연 기업
2013년 12월 아마존의 대표 제프 베조스는 미국의 CBS방

아마존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화두로 던졌을 때 모두

송에 출연해 미국 전역에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한 뒤 30분

들 열광했다. 드론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신기술을 천명했다. 그 서비스의 이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상상을 돈 될 만한 것으로

은 ‘프라임 에어(Prime Air)’였다. 사람들은 곧바로 유통의

잘도 바꾸는 구글도 드론 배송 프로젝트에서 발을 뺐고, 유

혁명이 올 것이라 기대했다. 도심 곳곳에 드론이 물건을 싣

명한 택배 회사들도 가능성만 논할 뿐 실용화까지는 아직 먼

고 날아다니고, 택배 배송원이 아닌 드론을 기다리는 날이

미래의 이야기로 돌려 말하고 있다. 드론 배송의 선두 주자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기다림은 너무 길었다. 아마

아마존 역시 기술 문제보다는 이런 저런 법률문제에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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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묶여 버렸다. 이렇게 선진국이나 기업들도 번번이 막힌

멀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긴급히 혈액이 필요한 의사는 집

드론 배송을 상용화한 곳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르완다였

라인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문자를 보낸다. 주문을 확

다. 그리고 드론 배송을 성공한 기업은 미국의 스타트업 집

인한 집라인은 보관된 혈액을 꺼내 스캔하고, 새총을 연상

라인(Zipline)이다.

시키는 발사대에서 발사한다. 물품을 배송하는 것도 땅 위

2014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집라인은 2016년부터 응

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을 통해 지정된 지점에 배

급약품과 혈액을 탑재한 드론을 매일 150회 내외로 띄우고

송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물건을 배송한 뒤 돌아올 때도 길

있다. 집라인의 드론은 고정익 항공기로 시간당 100km가

다란 줄에 걸려서 완충매트에 착륙하는 다소 원시적인 방법

넘는 속도로 비행하며, 1.5kg의 물품을 싣고 150km내외

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품배송에는 적절하지 않는 듯 보인

를 이동할 수 있다. 아직까지 드론 배송의 상업화에 성공한

다. 그러나 GPS센서와 고도센서, 그리고 유심칩이라는 보

기업이 없다지만, 실제로는 거의 유일하게 드론 배송을 본

편적인 기술이 사용된 이 드론은 물품배송 상용화에 최초로

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성공한 사례다.

- 첨단기술과는 거리가 먼 드론 기술

- 기술이 첨단이 아니라 생각이 첨단

그런데 자세히 집라인의 드론을 살펴보면 첨단과는 거리가

혈액과 응급약품은 시급을 다투는 배송 상품이지만 교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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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배송은 조리 후 곧바로 고객에게 배송돼야
하는 데다, 국물 음식은 균형을 잡는 데 더 신
경 써야 하기 때문에 드론으로 배송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 또 기온, 바람, 눈·비 등 날씨
에 민감하다. 그런데 이런 음식 배송을 본격
적으로 시행한 기업이 있다. 그것도 복잡하
기로 유명한 중국의 거대도시 상하이에서. ‘
중국판 배달의 민족’ 어러머(ele.me)의 이
야기다. 어러머는 지난해 9월 드론 배송 서
비스를 시험 운행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배송용 지상이동 로봇을 공개한 바 있다. 또
프라가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육로로 제 시간에 배송하기

올해 말까지 중국 주요도시 내 500개 이상의 빌딩을 대상

어려웠다. 대부분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인데다가 1년

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2세대 음식 배송 로봇을 선보

에 두 차례 있는 우기라도 닥치면 두세 시간 걸리던 거리도

일 계획이다.

몇 배가 더 걸린다. 하지만 드론은 비포장도로가 아닌 뻥 뚫
린 하늘을 비행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없이도 제시간에 상

- 생각을 바꾼 드론 배송, 이제는 미들

품을 배송할 수 있다. 차로 두세 시간 거리도 드론을 이용하

어러머의 드론 상용화의 시작은 ‘생각의 전환’ 이었다. 아마

면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덕분에 드론 배송을 최초로

존을 비롯해 드론 배송을 꿈 꾼 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도어

시작한 르완다는 획기적인 혈액과 응급약품 보급체계를 갖

투 도어(Door to door)’. 고객의 집 앞까지 드론으로 제품

출 수 있었다. 특히 혈액의 경우 집라인이 드론 배송을 시작

을 안전하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때문에 좀 더 정교

한 이래 폐기율이 95%나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가 있자 주

한 기술이 필요했고 개발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 졌으며,

변 국가에서도 앞 다퉈 집라인 도입에 나서고 있다. 2018년

개발 시기는 자연스레 늦춰졌다. 그러나 어러머는 달랐다.

탄자니아는 응급의약품의 드론 배송을 시작했으며, 케냐 등

‘Door to door’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배

주변국도 드론 배송 체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송집결지를 이용하는 것.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을 주문하면 배달 기사가 그 커피를 ‘배송집결지 1’으로 배

- 난이도 높은 음식 배송도 드론으로

달한다. 그 다음 포장 기사가 커피를 드론에 실으면 드론이

물론 집라인은 고층 건물과 같이 복잡한 지형에서 자유롭

‘배송집결지 2’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그곳에 대기하고 있

게 비행할 수 없으며, 응급의약품 배송이라는 특수한 목적

던 또 다른 배달 기사가 그 커피를 고객에게 배달하는 방식

에 사용되는 드론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드론 택배라고 보기

을 택했다. 과거 한 배달원이 하나의 주문을 책임지고 배송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음식 배송이

했던 것과는 달리 포장 기사, 배달 기사, 드론이 각각 역할

라는 새로운 물품 배송도 드론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음

을 분담해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셈이다. 배송의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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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끝까지 드론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업무를 나누겠다는

도 확인했듯,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활

생각은 시장의 상황과 맞아떨어졌고 어러머는 드론으로 음

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드론 배송

식을 배달하는 최초의 기업이 됐다. 어러머는 여기서 더 나

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드론

아가 오는 2022년까지 완전 무인 배송 시대를 열겠다는 계

관련 총 8건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망은 밝

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 보인다.

- 갈 길 먼 우리나라, ‘한국형’ 개발 필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드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중국과 달리,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드론 배송은 이제 막 시

계속되고 있다. 영어를 말할 때 전체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

작 단계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활성화 로드맵을 통

하려고 하면 입도 떼기 힘들다. 시간도 오래 걸려 대화상대

해 오는 2026년까지 드론 시장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신

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비행 기술부터 시작해 국가별 상

장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실

업용 드론 규제와 항공 수송량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드

제로 국내 한 물류기업은 드론을 활용한 시범배송 서비스

론을 중간에 낚아채 물건을 훔치려는 범죄 등 풀어야할 과제

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안타까움을 자아

가 많지만 끙끙대지만 말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도입하고 시

내기도 했다.

도해보는 건 어떨까. 줄지어 하늘을 날며 제품을 배송하는

정답은 역시나 ‘한국형 모델’인 듯하다. 어러머 경우에서

드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88

뉴스

LX, 비전 2030선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

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

-

는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난다. LX

라면서“오늘 행사는 지적(地籍)의 역사와 함

는 11월 21일 전북혁신도시 본사 2층 대강당

께 성장해온 LX가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

에서 약 200여 명의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정보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LX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

선언하는 자리”하고 강조했다. LX는 이번 선

는 LX홍보대사인 박연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포식에서 국토공간전문기관으로의 힘찬 도약

개식선언과 축사,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의

을 위해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

특강과 비전 경과보고, 큐브 퍼포먼스 등 다채

랫폼 기관’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위한 핵심가치로 글로벌 최고, 미래 혁신, 책임

최창학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 신뢰, 소통과 화합을 제시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

관계자와 공간정보 전문가 약 250여 명이 참

해외 진출을 위한 공간정보

내 공간정보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돕기 위해

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LX와 라오스 정부 간

나섰다. LX는 지난 11월 6일 라오스의 수도

MOU, 양 국가 간 양자회담, 기술세미나, 전

인 비엔티안 시에서 국내 공간정보기술을 대

시회,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

표하는 18개 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로드쇼는 우수한 공

공간정보 로드쇼’를 개최했다. 공간정보로

간정보기술을 보유한 전문분야별 18개 국내

드쇼는 LX가 2013년부터 국내기업의 해외

민간 기업이 참여해 행사를 빛냈다.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 도약 의지 선언

로드쇼 개최

진출 지원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라오스 정부

충청북도와 LX,

충청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8년 12

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추진, 지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위한

월 충북 도내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

속가능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방안, 4차 산업혁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간정보

명과 관련된 사업발굴, 정보교류와 실무협의체

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스마트 도정을 신속하게

구성·운영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국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는 사회 전반

정보공사는 그 동안 다양한 협업을 통해 빅데이

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터 분석, 스마트시티 구축지원, 정밀지도 제작,

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플랫

재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와 충북 공간

폼 구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에 기여할 것으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플랫폼 구

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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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긴급한 재난안전 사고에

화 과정에는 경찰, 소방, 지자체와 민간 솔루션

경찰, 소방 등 안전서비스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정보

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기업

시스템 연계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

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도 이 사업에 참여할

도록 서비스 연계, 공통 사용자환경(UI), API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로 개발

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도시 안전

한 연계서비스만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에 활

서비스에 필요한 표준과 공통 사용자환경(UI)

용해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혁신도

를 마련하고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시를 비롯해 주민 30만 명 이상의 전국 80개

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표준화는 업계

지자체에서 도시 안전망 연계를 우선 추진해

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빠른 기술혁신 속도에

2018년 말까지 22개 지자체에 구축사업을 완

대응하기 위해 단체 표준으로 마련됐다. 표준

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수원시가 2018년 12월 도시 곳곳의 생활과

원의 생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에

GIS 기반 생활공간 서비스 시작

밀접한 공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

서는 수원시의 ▲연도별(1947~2018) 항

시 생활공간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간 GIS (

공사진 ▲행정구역, 지형·지번 지도 ▲경관

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수원시 생

지구·교통시설 등 도시계획지도 ▲새 주소

활공간 서비스’는 토지와 건물 등에 존재하

지도 등을 제공한다. 지도에 수원 전역의 행

는 공간정보와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통합

정구역과 지형·지번을 표시할 수 있고, 경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지구·교통시설·방재 시설 등 표시된 지도도

수원시 생활공간 서비스 홈페이지(www.

볼 수 있다.

표준화 추진

suwon.go.kr/suwongis)에 접속해 수

부산시,
‘제1회 공간정보 Dream 활용
우수사례 발굴대회’
최우수상 수상

부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1회 공

로 지난 9월까지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를 공

간정보 Dream 활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

모하여 11월 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 대

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간정보 Dream’

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과는 ‘공간정보

은 2018년 1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Dream을 활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도시

에 확산·보급하여 운영 중인 공간정보 기

경관 관리’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반 정책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

‘공간정보 Dream 활용 우수사례 발굴대

록 시스템을 개선한 노력과 업무 적용 시 예

회’는 공간정보 Dream의 활용도 제고를 위

산 절감, 정책 효과 등 파급효과에서 높은 평

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

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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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가 제시하는 도시재생의 기준”의 집필자는
“이민석(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입니다.
집필진과 《공간정보》 매거진을 읽는 독자분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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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우윤숙•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간정보 매거진 가을호 ‘한국형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을 읽고 쇠퇴지역이나 인구가 감소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뉴딜이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물리적 도시재생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안정적 거주를 도모하고 지역상인을 위한 지역경제까지 고려한 종합적
인 도시관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다각적이고 협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사업의
성패여부가 도시혁신 공간조성과 도시 재생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도의 의사결정과 지역 거버넌스의 구
축 등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고 및
독자의견 보내실 곳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국

02-2090-67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1
퍼스텍 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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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임•경기도 의정부시
모든 기사가 한결같이 알차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간정보 아이디어’ 코너의 정
은주 무안군청 주무관님의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는 공무원이라고 하
면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정작 복지부동하려는 안이한 업무 자세가 있다고 비판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기사 속 주인공과 같이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서비스
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반갑
고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초연결 시대의 GEO-IoT
모든 연결의 기준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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