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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활은 
윤택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졌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험은 커져만 간다. 독일의 사회학자는 이런 상황을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위험사회”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위험사회를 
타계할 현명한 해법은 없을까?

LIF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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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연재해나 중대질병이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면,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통사고나 강력범죄,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미리 감지되고 

예방될 수 있으며 설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을 토대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해법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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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큐브로

위험사회를

인지하고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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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 사는 오늘의 당신에게

-

현대인들은 대부분 과거보다 세상이 더 복잡해졌고 감성적으로

는 더 위험해졌다고 이야기한다. 왜일까?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히 벡 교수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한다.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오히려 대형사고와 대형사건이 일어날 가능

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벡 교수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는 더 복잡해졌고 단순사고가 서로 맞물리고 맞물리면서 결

국 큰 사건으로 확장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험사회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

다. 사회학자들은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국경과 대륙

을 넘어서는,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주고 있

기 때문에 위험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자들 역시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정

서적 안정을 도모할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가 이 위험사회를 타파할 해결책을 제시할 순 없을까?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 

위험을 인지하고 저감하는 방법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 많기에 그중에서 가장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큐브1)로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부를 만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도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한곳에 
모은 디지털 큐브(Digital Cube)를 제시한다. 
우주에서는 위성이, 지상에서는 드론, 모바일 맵핑 
시스템(MMS), CCTV, 그리고 스마트폰이 작동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을 디지털 큐브로 
빠르게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 큐브로 종합된 
위험정보로부터 최신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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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큐브

여러 유형의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일종의 통합 플랫폼으로 본 칼럼에

서는 한군데 모인 여러 유형의 정

보에 위치정보를 부여해서 시공간

적으로 모은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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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을 통한 증거기반의 의사결정

-

UN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국가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바로 증거기반

(Evidence-based)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럼 위험과 같은 증

거는 어떤 방법으로 찾는가? 바로 과학과 기술이다. 즉 과학과 기

술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공간정보기술(GIT: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은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간정보의 우월성을 토대로 위험요

인(Hazard)을 정확하고 빠르며 신뢰도 높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디지털 큐브는 무엇인가? 공간정보의 기본은 위치정보와 

그 위치에 내재된 속성정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수많은 정

보 속에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발생

할까? 모든 정보는 하나의 디지털 큐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큐브를 시공간적으로 모으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디지

털 큐브가 완성된다.

위험인지 디지털 큐브를 이용한 위험인지 프레임워크

-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떤 곳에서 어떤 위험(위치정보와 위험요

소)이 있는지 디지털 큐브에 쌓이게 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지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완성된다. 그럼 디지털 큐브에 들어오는 정보

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선 위치정보 부여가 가능한 모든 센

서를 활용하면 된다. 위성, 무인항공기, 드론, 스마트폰, CCTV, 

자동차 등이 그 대상인데 이곳으로부터 영상 정보, 비영상 정보, 

SNS 정보 등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정보가 있다. 마이크로 위

성 즉 초소형 위성이다. 이를 상용화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

어지고 있는지를 우주에서 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 회사가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위성 스타트업 플래닛 랩

스(Planet Labs)다. 플래닛 랩스는 120개 이상의 초소형 위성

(Planet Scope)과 기존의 위성(Satellite)을 통해 지구관측 영상

을 촬영한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의 경우에

도 불길의 방향과 확산 정도를 거의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항공우주연구원, 연세대학교, 

그리고 미국의 NASA가 협업해 큐브 위성(Cube Satellite)를 제

작하고 궤도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성이 이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근 실시간으로 광역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우주 산업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

로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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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실시간으로 광역의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이는 우주 산업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방대한 데이터의 스마트한 분석 및 활용

-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데이터 스크롤링(Scrolling)2),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그렇게 해야만 안전을 위한 디지털 큐브 프레임워크가 비로

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큐브에 들어오는 위치정보에서 보

다 빠르고 정교하게 위험요소를 찾아내야 한다. 디지털 큐브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다음의 시나리

오를 통해 살펴보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주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광

역의 변위정보를 SAR 영상으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이를 

InSAR(Interferometric SAR) 기술이라 부른다. 이와 동시에 초

소형 위성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현황, 산사태와 같은 주변의 상

황을 제공한다. 지상에서는 빠르게 CCTV, 드론, 그리고 이동형 

센서를 이용해 시설물 붕괴와 같은 위험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3차원 정보를 센티미터와 같은 세밀한 단위까지 제작한

다. 또한 시민들이 보내주는 스마트폰 정보를 기반으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위험 상황에 직면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위치정

보를 공유해 대피와 구조를 돕는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공간정보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다.

불안과 걱정을 떨치기 위해

-

공간정보 분야에 도입된 새로운 기술은 위기의 순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위험정보가 시민들

에게 공유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사고가 더 크게 다가온다. 심리학자

들은 이를 ‘위험인식에 작용하는 편향요인’이라고 부른다. 정보

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위험을 과장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

러하기에 공간정보기술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위험을 

바라보고 해결해나가는 현명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한스 로슬링은 그의 저

서 <팩트풀니스(Factfullness)>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과거보다 현재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거 어느 시대보

다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가장 적고 수명이 가장 길다. 어

쩌면 지금 가장 먼저 떨쳐버려야 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과 걱정

이 아닐까 싶다. 정확한 기술과 정보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하기에 그 근거가 되는 공간

정보 융복합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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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스크롤링

여러 정보원에 산재하는 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하는(Scroll) 것을 뜻함.

SAR 영상으로 
변위정보 취득

정밀한 
3차원 정보 

제작

시민들에게 
위치정보 공유

대피 및 
구조에 활용

위험징후 
모니터링
(지상)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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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공간정보로 
생활 안전을 
지킨다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며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선 개념으로 여겨지곤 한다.  

기술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야 하는 

법. 공간정보 역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수 씨 가족의 하루를 통해 생활 안전을 

위한 공간정보의 활약상을 살펴보았다. 

10SPECIAL ISSUE   CASE writer. 최주연(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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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소리에 잠을 깬 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열고 이날 출장지인 

K시의 날씨부터 확인했다. “전

국 각 지역뿐 아니라 동네 날씨

까지 알려주니 간편하군. 오전엔 흐려도 오후엔 갠다니 다행이

네.” 출근 준비를 끝낸 민수 씨는 아내 예은 씨, 아들 진우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진우는 오늘부터 2학기 시작이구나. 학교 정문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꼭 문자해, 알았지?”

“여보, 걱정 안 해도 돼. 진우가 등하교할 때마다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올 거야.”

2학기부터 혼자 등하교하게 될 진우를 위해 예은 씨는 자녀 위치 

알림 서비스1)를 등록해두었다. 이 서비스는 등하교 시 보호자에

게 SMS(Short Message Service)를 발송하는 건 기본. 집과 학

교, 학원 등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의 위치를 등록해두면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의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갈 때도 유용하겠다.”

“그럼. 학원버스를 타고 내릴 때도 카드를 찍으면 승하차 여부

도 확인할 수 있어. 애가 차량에 혼자 남겨지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지.”

공간정보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예은 씨는 자녀 위치 

알림 서비스는 위치정보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

까지 더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수 씨, 오늘 K시로 출장 간다고 했지? 출발 전에 교통사고분

석시스템 접속하고, 안전운전 잊지 말고.”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위치정보 서비스  
1) 자녀 위치 알림 서비스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치정보에 기반해 자녀

의 위치를 SMS를 통해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그 밖에 안심 존을 

설정하면 해당 존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통학버스 승하차 태그를 통해 학교와 학원 등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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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기 전, 

민수 씨는 내비게이션으로 경

로부터 확인했다. K시로 향하

는 다양한 경로 중 가장 빠른 길

을 선택하려던 찰나 아내가 문자 메시지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2) 링크를 보내왔다. 내비게이션과 얼마나 다를까 반신반

의하며 시스템에 접속한 그는 뜻밖의 정보를 알아냈다. 원래 가

려던 경로의 위험도가 ‘주의’ 단계였던 것. 결국 민수 씨는 시간

은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안전’ 단계인 경로를 선택했다. ‘생각보

다 훨씬 유용한데? 이렇게 도로별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 

사고 위험이 한결 줄어 들겠어.’

3시간 후, K시에 도착한 민수 씨는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물 

점검에 나섰다. 기존에는 직접 하천을 걸어 다니며 육안으로 맨

홀의 상태를 점검했는데 이번부터는 이 작업에 드론을 투입했다.

“지난 장마철에는 불어난 하천을 건너느라 힘드셨죠? 이제부터

는 이 드론을 활용할 겁니다. 드론이 각 맨홀을 점검한 후에 다시 

이곳으로 복귀할 거에요.”

민수 씨의 설명에 K시 관계자가 질문을 해왔다. 

“아, 그럼 드론으로 수질 검사에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공공폐

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후에 드론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드론으로 취합한 정보를 체계적으

로 분석할 수도 있죠.”

“아,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서울시에서 교량 검사하는 데 인공지능

을 활용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도 무인로봇과 인공지능이 활용됐습니다. 하

천 점검도 그렇지만 교량 하부 점검도 사람이 직접 하면 위험한 

경우가 많았어요. 여름에는 내부 온도가 높아서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었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만큼 입구가 좁아서 시간

이 오래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해상도 카메라 로봇을 교

량 내부로 보낸 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해 하자 여부를 판

단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기술 검증이 끝나면 K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게 될 거에요.”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 교통 흐름이 생각보다 원활해 

빨리 귀가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민수 씨의 휴대폰에 알

람이 떴다. 때마침 보이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확인해보니 랜

디랑3)이 알려온 실시간 재난 경보였다. 랜디랑은 고속도로에서 

20km 떨어진 지역에 강도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근 대피소를 알려줬다.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행

이네. 미리 랜디랑 깔아두길 잘했네.’ 

도로 위험도부터 재난 시   

대피 경로까지 한눈에

2)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각종 통계는 

물론 GIS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위치를 미리 알려준다. 특

히 위험도로예보시스템을 통해 과거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는 물론 기상이나 돌발상황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정보

와 융복합해 각 도로의 위험도를 안전, 주의, 위험, 심각의 4

단계로 나누어 공지한다.

   

3) 랜디랑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서비스하는 국민생활안전 애플리케

이션. 응급실이나 대피소 등 안전시설 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시 사용자의 위도와 경도, 현장 사

진과 녹음 파일을 지정해둔 번호나 112, 119에 전송이 가능하

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나 관광정보, 기상정보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의 국토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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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을 무사히 끝낸 민수 

씨가 집에 들어서자 아들 진우가 

재잘재잘 말을 걸어왔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 만들기4) 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문구점 쪽 말고 태권도학

원 쪽으로 다녀야겠어요.”

“왜? 문구점 쪽으로 다니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교통안전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보니까 문구점 쪽에서 교통사고

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제부터 안전한 길로 다니고 신호등도 잘 

지킬 거에요.”

오랜만에 아들과 오붓하게 식사를 끝낸 민수 씨가 소파에 앉아 한

숨 돌리려는데 아내 예은 씨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여보, 오늘 K시는 잘 다녀왔어? 저녁은 잘 챙겨 먹었고?”

“덕분에. 당신이 알려준 대로 했어. 도로마다 위험도가 다르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런데 생각보다 늦었네. 밤길 위험한데.”

“위험해도 안 위험하게 왔지. 안심이앱5)이 있잖아.”

지하철역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편이

지만, 인적이 드물어 예은 씨가 늦을 때면 민수 씨가 마중을 나가

곤 했던 것. 하지만 얼마 전부터 예은 씨는 “안심이가 있어서 괜

찮아”라며 혼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대체 그 ‘안심이’가 누

구냐는 질문에 아내는 웃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하하, 안심이? 서울시에서 만들었는데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 

덕분에 당신이 편해진 거야. 출발지점 그러니까 지하철역부터 집

까지 오는 동안 켜두면 만약 위험 상황에서 내가 휴대폰을 흔들

기만 해도 신고가 돼. 그리고 좀전에는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모

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받아봤더니 안심이앱 서비스 담당

자였어. 내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내가 15분 넘게 같은 

위치에 있더라며 안전한 게 맞는지 확인하더라고.”

“그러고 보니, 진우 등하굣길부터 K시 출장, 그리고 당신의 귀가 

모두 위치정보의 도움을 받은 거네.”

“맞아. 그리고 오늘 드론으로 맨홀 점검했다고 했지? 드론에도 

위치정보가 결합돼 있잖아. 위치정보의 확장 개념이 공간정보고. 

내가 왜 ‘공간정보, 공간정보’ 했는지 알겠지? 공간정보는 자율주

행차나 국토 개발 같은 산업이나 국정 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하지

만 우리 실생활에선 안전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곤 해.”

그제야 민수 씨는 아내 예은 씨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공간정보’

가 비로소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막

연하게 어렵다고만 느꼈던 공간정보. 공간정보가 있기에 우리의 

24시간이 보다 더 안전해지고 있음을 제대로 경험한 하루였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귀갓길을 지키다  

4) 어린이 TASS 서비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

하고 스스로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공단에서 구축한 어린이 교통사고분석 시스템. 

5) 서울시 안심이앱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와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해 위험 상

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급상황 시 구조를 지원한다. 애

플리케이션을 켜고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을 흔드

는 것만으로 SOS 호출이 가능하며 21시 30분부터는 스카우

트 대원이 귀갓길에 동행도 가능하다.



전주는 한옥의 부드러운 곡선이 떠오르는, 
전통문화의 향기를 품은 고풍스러운 도시로 
인식되곤 한다. 최근 전주는 국내 최초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며 첨단 미래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중심에 시민이 
자리하며, 시민들의 삶을 한층 더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전주시청 스마트시티과 
최준범 과장을 만나 스마트시티 전주의 꿈과 희망, 
비전과 포부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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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위대한 유산을 품은

writer. 권주희   photo. 안용길

풍요로운 스마트시티를 
그리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가장 미래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

한 스마트시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와 현재까

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요.

  현대사회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안전, 환경, 교

통 등의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

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

명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접목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

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스마트시티를 고민하게 된 것

은 자연스러운 시대상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전주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

월 전담부서가 새롭게 조직되었는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와 협력해 디지털 트윈 기반 12개 분야 데이터 분석 모형을 

개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두 가지 공모과제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과

제’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과제’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지원 및 인력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전주, 사람 중심의 전주 스마트시

티’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스마

트시티 사업에 있어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

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나갈 주인공으로 ‘시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시

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지난 8월에 시작한 ‘전주 스마트시티 조성 기본구

상 연구용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발췌

했고 구체적 서비스 방안 수립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지속

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을 중심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리빙랩* 방식을 추구

합니다. ‘도시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해 사람 중심의 스마

트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전주시 스마트시티의 과제입니

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

의 기술이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준범
전주시청 스마트시티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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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을 중심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리빙랩 방식을 추구합니다.

* 리빙랩

리빙랩(Living Lab)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기술을 이

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뜻함. 연구실 안에서만 진행하는 연구가 아

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과물을 만드는 개방형 

실험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만의 차별

점,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확보했습

니다. 전주시와 똑같은 쌍둥이 도시를 가상현실 공간에 구

현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은 것인데요, 이

와 같은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서 열섬이 어느 지역에 형성

되는지 바람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

다. 현재는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사방 4km 지역에 한해 구

축되었고 전주시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에

는 지금까지 축적된 유무형의 유산이 많습니다. 판소리, 합

죽선, 이강주, 목가구, 침선장 등의 무형문화재는 물론이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세계 최초의 도시형 국제슬로시티 

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이와 같은 위대한 유산을 현명하게 지켜나가

며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나가고자 합니다. 느림과 빠름의 

조화, 전통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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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사방 4km 지역에 한해 

구축되었고 전주시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에는 

지금까지 축적된 유무형의 

유산이 많습니다. 판소리, 

합죽선, 이강주, 목가구, 침선장 

등의 무형문화재는 물론이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세계 

최초의 도시형 국제슬로시티 등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안전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적인 조건인데요, 전주시는 특히 ‘사람의 도시’를 

위해 안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약 사례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최근 진행하는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CTV 통합관제 서비스 구축사업’은 범죄나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시 발생지점 주변의 CCTV 영상을 자동으로 유관

기관과 공유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112

종합상황실, 112긴급출동, 119긴급출동, 재난안전상황실 등

에 연계가 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도 활용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컴그룹이 함께

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소방안전 서비스 개발사업’은 화재

가 일어났을 때 현장 진입경로는 물론 화재상황, 건물구조 

등을 소방관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시민

들의 안전을 근본적이면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다방면에 걸쳐 협

력하고 있습니다. 타 기업이나 기관과는 다른 협

력의 시너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바라는 점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아주 긴밀한 협력관

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가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가

깝고, 무엇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스마트시티 사업의 핵심역량을 갖추

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함께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나갈 좋은 파트너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전주시

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구

축 실험사업’을 통해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효율

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요, 전주

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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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방범

방재

환경

교통

에너지

첨단
IT 기술

각종 도시 인프라에 

첨단 IT 기술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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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재난재해지도 
사례 및 동향

재난관리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대책과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대응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재난의 다양화, 

복잡화와 같은 재난 양상의 변화는 

구조적 예방 대책과 인력 중심의 대응 

대책의 한계를 드러나게 했다. 이제는 

비구조적인 예방 대책과 징후 감지, 

예측과 같은 분석 기반의 대응 대책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한 재난재해지도에 

대해 알아보자.

   ANALYSIS 1 writer. 장대원(LIG 위험관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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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더욱 정교하고 촘촘하게
-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예방 사업에 있어서는 구조적 대책으로, 대응 사업에 있어서는 

인력과 장비 구축이 주가 되는 편중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재난

사고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존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2010년 이후 사업에 있어서

도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예방 사업에 비구조적 대책이 많이 포함되고, 대응 사업에 ICT 기술

을 접목한 시스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후 변화와 함께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는 단순 사고가 재해로 확산되기도 하고 복합 재난 

및 재난의 대형화 등으로 재난에 있어서도 변화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

라 이상 징후의 감시, 분석, 예측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공간정보기술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재난관리에 

있어 공간정보기술은 이미지 기반의 상황정보와 객체의 위치정보, 재난 규모 및 범위에 대한 예

측 및 분석 기술, 그리고 이를 표출하는 시각화 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재난관리에서 공간정보기술은 대응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요가 나타났다. 재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위성 영상, 항공 사진, 드론 영상 등 이미지 기반의 상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ALOS 위성을 활용해 2006년부터 ‘DAICH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마그마 활동이나 지진 감시 분석, 홍수 피해 분석 등 자연재난 모

니터링에 활용되었고 현재는 ALOS-2를 활용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ARIA팀(Advanced 

Rapid Imaging and Analysis)에서 태풍, 지진, 홍수, 산사태 등을 분석하고 구글 어스(Google 

Earth)에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사업’을 2025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홍수

와 가뭄 등 수재해 감시에 필요한 토양수분 등의 관련 인자를 관측하는 위성으로 ARIA팀과 유

재난관리에서 공간정보기술은 

대응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요가 

나타났다. 재난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위성 영상, 항공 

사진, 드론 영상 등 이미지 

기반의 상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실시간 재해지도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해상도의 영상은 영상의 사용 간격이 길고, 처리 속도에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UAV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재해지도와 위성 영상 이미지는 재해상황 대응 이후 수습 및 복구에도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다.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JPL)는 유럽의 지구 관측 위성인 코페르니쿠스 센티넬 1호가 찍은 합

성 레이더 영상을 이용한 산불피해지도를 공개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구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고성-강릉산불 피해 이후 아리랑3호를 통

해 피해지역 정보를 제공해 산림 복구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위험지도 속에 담긴 다양한 메시지
-

공간정보기술과 관련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구축되는 ‘위험지도(Risk Map)’는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지형정보에 GIS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 위험지역을 예측하

는 지도와 과거 발생이력 및 위치정보를 결합해 보여주는 지도이다. 한편으로는 위험지도를 ‘재

해지도(Hazard Map)’와 ‘취약지도(Vulnerability Map)’로 구분하기도 한다. 재해지도는 과거에 

발생한 동일 유형의 위험을 나타내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국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침수흔적도,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는 홍수위험지

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가 대표적이다.

20

공간정보기술과 관련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구축되는 ‘위험지도(Risk Map)’는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지형정보에 GIS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지도와 과거 발생이력 및 위치정보를 

결합해 보여주는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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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도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에 대한 강함과 약함을 나

타내는 지도로 침수와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는 있으나, 이를 과정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지도

이다. 예를 들면 불투수 면적이 많을

수록 침수 지역이 증가하고, 저지대

가 많을수록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반지하나 지하주택이 많을수록 침수 

주택이 증가하는 것을 상대적 평가를 

통해 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국토연

구원의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지

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과거 재난 및 사고의 발생위치를 

기반으로 공간을 분석해 제공하는 지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들 

수 있다.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지도와 생활안전지도는 주민들에게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대

한 경각심과 함께 재난관리 계획 수립의 우선순위나 적정대책 선정에 활용되는 예방 단계에서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공간정보기술의 중요성
-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센서와 위치정보를 종합한 공간정보는 각종 재

난에 대한 예측 및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상센서와 위치정

보를 통해 풍속, 습도, 강우량 등을 고려한 화재위험도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켄터기주에서는 

천식환자의 호흡기 사용량과 공기측정센서 등의 데이터를 중첩해 포터블 호흡기의 신속한 배

치는 물론 천식환자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센서와 결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공간분석은 대부분 실시간 재난 관련 정보 제공을 

기본으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자신의 위치기반에 근거한 

서비스(LBS)와 융합한 새로운 안전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활용된 다양한 지도는 대부분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

연재난과 관련된 재해지도는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며, 실시간 영상 및 센서 데이터와 융합된 

지도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가 커지면서 실

내 공간정보 지도, 시설물의 특성정보와 융합된 위치정보 등의 활용이 필요하나 아직은 기반 

구축 수준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공간정보와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센서정보 

등을 검토하거나 기존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 플랫폼의 활성화 등이 이루

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공간정보의 가치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보

다 안전한 국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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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우수한 기술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지문감식 기법도 1800년대 후반 

생체인식(Biometrics) 분야의 최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 1892년 아르헨티나에서 최초로 지문감식에 의해 범인을 특정, 

검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문감식을 통한 범인 식별 방식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최신기술이 적극 도입되면서 범죄예방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신기술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범죄예방과 4차 산업혁명의 만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내외 최신기술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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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최신기술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

습)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범죄예방 활동에 접목하려는 각국의 시도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범죄예방 목적으로 실제 활용되기까지의 소요시간

은 점차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은 개발 즉시 범죄예방에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는 이들 최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

산·수집에도 상당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예방 노력 역시 데

이터 생산·수집과 데이터 분석·활용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생산·수집 : ‘샷스파터’의 사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맥락에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생산·수집되는 데이터는 텍스트나 수치, 

사진과 같이 정지된 형태의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영상이나 소리, 냄새 등 범죄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괄한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것은 CCTV이다. 

CCTV 자체는 20세기 후반에 개발되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고화질 영상 촬영 및 판

독, 대용량 자료 전송 및 저장이 가능해지고 사물인터넷 센서, 스마트가로등과 연계해 설치되

면서 그 활용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인간을 대신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후각·미각·촉각에 

이르기까지 오감(五感)을 아우르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인식되는 것이다. 

음향 센서를 이용한 총격감지 시스템인 ‘샷스파터(Shotspotter)’는 오늘날 범죄예방을 목적으

로 하는 데이터 생산·수집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샷스파터가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음

성데이터, 그중에서도 총격음이다. 샷스파터는 크게 ‘감지([그림 1]의 ①)’, ‘확인 및 분류([그림 

1]의 ②)’, ‘통지([그림 1]의 ③ 및 ④)’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 옥상, 가로등 폴대, 출시 

및 설치 시점이 다소 경과되어 소리를 녹음할 수 없는 CCTV 주변 등에 설치된 음향 센서(증폭

장치) 및 녹음 기능이 탑재된 최신형 CCTV가 음성데이터를 수집한다. 음향 센서는 인공지능

에 기반하고 있어 일상 소음(예: 자동차 경적음)과 강한 파열음(예: 총격음)을 자동으로 구분

해 내는데, 총격음과 유사한 음향을 감지하면 그 전후의 6초간 음성데이터를 캘리포니아 뉴왁

(Newark)에 위치한 사건검토센터(Incident review center)의 클라우

드 DB로 자동 전송한다([그림 1]의 ①). 3개 이상의 센서에서 감지, 전

송된 총격음은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에 따라 클라우드 DB에 축적

된 총격음들과의 대조를 거친다([그림 1]의 ②). 총격음으로 최종 확인

되면 음향 센서 설치 위치를 바탕으로 총격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

산, 위치를 추정해 경찰에 통보한다([그림 1]의 ③ 및 ④). 경찰관들은 

경찰관서 내 PC, 순찰차 내 태블릿 단말기, 개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을 통해 지도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성지도 및 CCTV 촬영 영



상과 연동되어 있어 총격 발생 위치 주변을 살펴볼 수도 있다. 특히 샷스파터 개발 초기만 하더

라도 음성데이터만으로도 대용량이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성을 우려하여 영상데이터와 연동하

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처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CCTV 촬영 영상을 비

롯한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분석·활용 : ‘프레드폴’의 사례
-

최근 범죄예방 영역에서는 샷스파터처럼 개별 범죄에 특화되었거나 과거 또는 현재 발생한 범

죄에 대한 회귀적인(Retrospective) 검토보다는 장래 발생할 범죄 내지 위험성을 예측하여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Proactive) 위한 시스템 개발에 좀 더 관심이 쏠려 있다. 세계적인 IT 기업

들 또한 ‘보다 안전한 도시(Safer Cities)’ 구축을 위한 방안이라고 홍보하며 CCTV·사물인터넷 

센서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와 영상 판독·신원 확인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결합한 기술을 

‘통합 솔루션’ 형태로 출시하고 있다. 

‘예측적 치안(Predictive policing)’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프레드폴(Predpol)’은 범죄예측을 

지향하는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발생은 일정한 장소적 패턴을 보인다’는 범죄패턴

이론(Crime pattern theory)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팅햄 부부(Paul & Patricia Brantingham)

의 아들로, 대를 이어 범죄와 관련된 인간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제프리 브랜팅햄(Jeffrey 

Brantingham) UCLA 인류학과 교수가 프레드폴의 공동 창업자로 관여하고 있다. 프레드폴

은 해당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무엇(what: 침입절도, 강도, 상해 등과 같은 범죄사건 유

형)’, ‘어디서(Where: 발생장소, 주소 또는 좌표값)’, ‘언제(When: 발생일자 및 시각)’ 및 사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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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샷스파터 작동 원리

출처: Time, Shots Fired, 2017년 9월 21일자, https://time.com/4951192/shots-fired-shotsp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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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에 불과하다며, 사건발생 장소에 대한 광범한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는 여타 ‘프로파일링(Profiling)’식 범죄분석 시스템과의 차별화를 강조한다. 

프레드폴 역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다. 2~5년가량의 과거 범죄 발생 자료를 토대

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알고리즘을 개발, 학습하도록 하며 알고리즘은 매일 업데이트된다. 예

측 결과에 따라 범죄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구글 지도(Google Maps: 스트리트뷰 연동) 기반의 

웹 인터페이스에 가로×세로 150m 크기의 붉은 상자로 경찰 교대조 편성시간대별(오전, 오후, 

야간)로 표시된다.

한편, 프레드폴은 범죄예측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경찰순찰 관리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범죄위험성이 높다고 분석된 붉은 상자 지역에 순찰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투여시간(Dosage 

time)’으로 표시되어 순찰이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졌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

다. 즉, 범죄라는 ‘질병’에 순찰이라는 ‘약물’이 어느 정도 투여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력이라는 부족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프레드폴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

다고 역설한다.

범죄로부터의 자유, 기대와 우려의 교차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범죄위험성 예측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기에 앞서 방지한다는 범죄예

방의 오랜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샷스파터, 프레드폴과 같이 상용

화된 시스템은 이러한 첨단기술에 기반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생산·수집과 데이

터 분석·활용 방식을 체계화하고 있어 오늘날 범죄예방, 나아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처럼 여겨지고 있다. 과학기술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범죄예방은 

기술개발 및 활용을 정당화하고 사회에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선호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기대’ 너머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보는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90개 이상의 도시

에서 샷스파터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미국 곳곳에서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샷스파터 개발 및 활용에도 불구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

가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한편, 예측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프레드폴은 알고리즘의 편향 내지 차별에 대한 공격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의 인식과

는 달리, 범죄위험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프레드폴의 경우 알고리즘 구조나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특정 인종이 밀집하는 거주지역이 범죄위험지

역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됨에 따라 범죄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금의 ‘붉은 상

자’가 아니라 ‘검은 상자’로 표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과 4차 산업혁명의 접합은 계속하여 시도될 것

이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답안을 제시하면서 발전해온 인류의 역사가 

범죄예방 영역에서도 구현되기를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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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도시의 자존심이다

“교통은 도시의 자존심이다. 도로 위 폐쇄 카메라 데이

터를 교통위반을 처리할 때에만 쓰는 것은 낭비이다.”

알리바바 기술위원회 주석 왕젠(王坚) 박사

2016년, 교통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데이터의 효

율적 처리 및 운용을 통해 항저우를 ‘중국을 넘어 글로

벌 일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항저우시 정부는 알리

바바와 함께 ‘시티브레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에 항

저우는 중국에서 시티브레인 모델로 정부 및 사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를 관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

다. 2018년 5월, 항저우는 첫 번째 시티브레인 발전 계

획을 공개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

구하는 도시 인프라 건설이라는 목표를 확립했다.

시티브레인이 항저우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결한 부

분은 바로 교통난이다. 2016년까지 항저우는 중국 내 교

통정체가 심한 도시 리스트에서 항상 10위 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시티브레인이 적용된 이후 2018년 항저

우 순위는 57위까지 내려갔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언제, 어떤 도로에서 몇 대의 차량이 운행되는지 

파악해야 하고 시민의 이동동선도 알아야 한다. 시티브

중국 최고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는 2,000여 년 역사를 지닌 도시로 현재 상주인구는 
약 981만 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2018년 기준 항저우시의 GDP는 약 1만 

3,509억 위안(약 227조 2,213억 원)으로 중국의 도시 중 10위를 차지한다. 
최근 몇 년간 항저우는 급속한 변화를 꾀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 선두기업 알리바바(Alibaba, 

阿里巴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을 넘어 글로벌 일류 도시를 향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항저우의 스마트시티 면모를 살펴본다.

중국 항저우



레인은 항저우시 정부와 협력해 시내 운행 중인 차량의 데이터, 

외출 중인 시민의 수, 교통안전 인덱스, 경찰 호출 건수 등의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나갔다.

시티브레인 2.0시스템을 통해 항저우 교통경찰관리센터는 도

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110만 대의 자동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하며, 교통관리자는 시내 교통 운영 실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항저우 시내 8

만여 개의 신호등을 원격 조정해 구급차 배차 및 사고현장 도착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공개 데이터에 의하면, 시티브레인 적

용 후 항저우 구급차의 사고현장 도착시간은 이전 대비 7분이 

빨라졌다고 한다. 더불어 시티브레인 2.0시스템은 도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110가지의 교통 이슈를 처리하고 스마트 디바이스

를 통해 200여 명 교통 경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사고 발생 시 근처에 있는 교통 경찰에게 연락해 바로 

현장에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교통 

민원은 매일 3만여 건에 달한다.

이와 같이 항저우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일반도

로의 평균 통행시간은 15.3% 감소했으며, 고속도로는 평균 4.6

분이 절약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계

획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확대될 전

망이다.

항저우에서 진행 중인 시티브레인 
2.0시스템(출처 :  알리바바)

시티브레인 2.0시스템을 통해 항저우 교통경찰관리센터는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110만 대의 자동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교통관리자는 시내 교통 운영 

실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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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데이터 공유 및 처리 방법

시티브레인 도입 이전에 항저우시는 산하 공공기관 61개와 공

기업 34개에 보유된 정보 시스템 899개, 데이터베이스 627개

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정보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

다가 이렇게 축적된 공공 데이터 수가 1,000억 개 이상에 달해 

처리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항저우시는 시티브레인 리소스 

관리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의 집계 및 

처리, 리소스 리스트업, 검색 및 분석 등을 제공하는데, 2018년 

1월 기준으로 59개 관할부서의 4,118장 시트, 6만 3,169개 필드

(field), 누계 총 310억 6,800개 데이터를 집계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확장될 예정이다.

항저우시는 리소스 관리 플랫폼 외에도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

을 구축함으로써 초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 기술은 만 개 이상 채널의 동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항저우는 시내에 설치된 5만여 개의 도로 카메라 영상

을 24시간 검토하기 위해서는 15만 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는

데, 시티브레인 천경(天擎) 기술을 통해 16시간짜리 영상을 1

분 내에 처리하는 신기원을 이뤘다. 여기서 천경이란 알리바바

가 개발한 다양한 포맷의 동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또한 항저우 시티브레인은 천요(天曜), 천영(天鹰), 천기(天
机)라는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천요는 도시 내 

교통사고 등을 실시간 감지해 자동 순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천

영은 빠른 속도로 목표물의 위치를 측정해 실종 조사 및 뺑소

니 추적 등에 활용되며, 천기는 동영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량을 예측해 경찰 인력 배치나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조율

한다.

항저우시는 리소스 

관리 플랫폼 외에도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초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 기술은 만 개 이상 

채널의 동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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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 현금’ 모바일 결제 모범도시

항저우는 대표적인 기업인 알리바바의 영

향을 받아 현금을 쓰는 것보다 알리페이

(Alipay, 支付寶)를 통한 모바일 결제 서비

스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이용한다. 현재 

항저우에서는 98%의 택시, 95%의 유통소매업에서 모바일 결

제가 가능하다. 과자를 사는 것부터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

을 방문하고 여행지 티켓을 예약하는 것 등 휴대폰만 있으면 모

든 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항저우는 중국에서 유명한 ‘모바일 

결제 모범도시’가 되었다.

모바일 결제의 보급은 시민들에게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경영자들에게는 결제 및 정산의 시간을 절약해준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비 데이터

의 집계, 소비 패턴 분석 등에도 도움이 된다. 경영진들은 이 기

록들을 통해 더 효율적인 고객관리, 더 정확한 마케팅 전략을 수

립할 수 있다. 비즈니스 운영을 더욱 스마트하게 진행하면서 고

객들에게 더욱 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편, 정부 측면에서는 이러한 생활의 기록들을 통해 더욱 합리적

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모바일의 활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항저우는 데이터 리소

스 및 알고리즘 플랫폼을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의 니즈에 맞춰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을 통합하는 스마트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모바일 민원처리도시(移动办事之城)’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11월에는 ‘항저우 정무(杭州政务)’ 애플리케

이션을 론칭해 모바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보완을 위해 시민 및 기업의 수요를 동시에 수집했다. 뿐

만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 제고를 위해 기업경영, 혁신

창업, 인재서비스 및 인큐베이팅 등을 통합하는 원스톱 디지털 

기업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했다.

항저우 일생생활에서 적극 활
용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의 보급은 시민들에게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에게는 결제 및 정산의 시간을 

절약해준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비 데이터의 집계, 

소비 패턴 분석 등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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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발전 과정 중 많은 도시들이 

‘도시병’에 걸리곤 한다. 복잡한 

교통상황, 환경오염, 자원부족 등은 많은 

도시관리자들이 공동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항저우, 세계로 뻗어나가다

“미래의 도시에서는 현재보다 100만 배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길 

것이다. 시티브레인은 이 모든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도시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사명이 있다.” 

알리바바 기술위원회 주석 왕젠(王坚) 박사

도시화 발전 과정 중 많은 도시들이 ‘도시병’에 걸리곤 한다. 복

잡한 교통상황, 환경오염, 자원부족 등은 많은 도시관리자들이 

공동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과거에 도시문제의 해결은 담당

자의 경험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도시관리의 경험도 디지털화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시티브레인은 도시생활의 문제를 해결

하고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을 집약하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요

약된다.

항저우의 시티브레인 시범운영은 다른 도시로의 도입을 유도했

다. 현재까지 중국 수저우(苏州), 취저우(衢州), 마카오 등 11개 

도시에서 시티브레인이 적용되어 운영 중이다. 교통은 물론 의

료, 환경, 여행·관광, 보안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1월에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시티브

레인을 도입했다. 10개월 간의 테스트 결과 구급차의 출동시간

이 이전 대비 48.9% 향상되었다고 한다.

항저우 시티브레인은 단순히 IT 기술과 시스템을 도시관리에 활

용한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항저우는 시티브레인을 통한 장

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꾀하고 있다. 항저우는 스마트

시티 구현의 표준화, 체계화를 통해 중국 최고의 스마트시티에 

머물지 않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지속적인 발돋움을 할 

계획이다.

30 312019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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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를 
주목하다

writer. 류한석(IT칼럼니스트, 기술문화연구소 소장)

공간정보 
신대륙 구축, 



실내 공간정보에 주목하는 증강현실 스타트업 블리파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리파(Blippar)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분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 블리파

는 여러 브랜드들과 제휴해 기업 고객의 마케팅 캠페인을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블리파는 증강현실 기반의 ‘실내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

(Indoor Visual Positioning System)’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

로써 비콘과 같은 추가적인 장치 없이 사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가 카메라 등의 시각 센서를 통해 입력 받

은 영상 및 이미지를 분석해 화면 내의 물체와 환경에 대한 정

보를 새롭게 생성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비전은 주변의 물체와 

환경을 인식하고 적절한 작동을 해야 하는 로봇, 드론, 자율주

행자동차 등에서도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블리파의 실내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은 카메라를 통해 사용

자의 이동경로에 있는 특정 사물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방향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블리파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카메라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위치, 사용자가 향하는 방향과 VIO(Visual Inertial Odometry, 

시각적 관성 거리계)로 측정한 값을 자사의 ‘포즈 추정 엔진

(Pose Estimation Engine)’과 통합함으로써 사용자의 실내 움

직임을 추적한다. VIO는 특정 공간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

간으로 추적해주는 기술로 애플의 증강현실 기술인 AR Kit에서

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블리파의 실내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은 단순히 위

치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증강현실 콘텐츠 형태로 여러 정

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더욱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면 대형 실내공간에서도 저렴한 비용으

로 실내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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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도 업체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실내 공간정보다. 대형 

쇼핑몰이나 경기장, 공항, 물류센터 

등 넓은 실내공간에서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정보와 유용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 공간정보는 로봇, 드론 등과 

같은 자율머신(Autonomous 

Machine)들이 실내에서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앞으로 실내 공간정보 

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블리파의 실내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출처: 블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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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지도 업체 히어는 

왜 네이버랩스와 제휴를 맺었을까?

히어(Here)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지도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히어는 2015년까지 노키아의 

소유였으나 현재는 BMW, 아우디, 다임러 등 독일 자동차 기업 

3사와 인텔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히어는 실내지도 분야의 협력을 위해 네이버랩스와 제휴를 맺

었다. 네이버랩스는 네이버 산하의 연구소로 주로 사람들의 실

생활과 밀접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

가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다. 일반적으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위치 파악, 경로 생성, 장애물 회피 등의 다양한 기능을 로봇 자

체적으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높은 편이다. 하지

만 네이버랩스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AROUND)는 

저가의 센서와 낮은 사양의 컴퓨터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어라운드의 작동 구조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클라우드를 이

용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을 분산 처리한다는 점이다. 먼저 

이를 위해서 정교한 고성능 센서를 탑재한 맵핑로봇 M1이 실내

를 자율주행하며 공간 데이터를 수

집한다. 이를 통해 생성된 고정밀 3

차원 실내지도가 클라우드에 업로

드 되면, 이후 어라운드는 클라우드

를 통해 제공되는 실내지도를 이용

해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의 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네이버랩

스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클라우드를 ‘맵 클라우드(Map 

Cloud)’라고 한다. 지도 생성은 맵핑로봇 M1이, 지도 제공은 

맵 클라우드가 담당하도록 기능을 분산했기 때문에 어라운드

는 실내 자율주행 시 장애물 회피 등 꼭 필요한 기능만 담당하

면 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이다.

히어와 네이버랩스의 협업은 매핑로봇 M1를 이용해 3D 실내

지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이와 관련해 히어의 CEO 에

자드 오버빅(Edzard Overbeek)은 “실내지도 개발에 네이버

랩스의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

으로 공동 작업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히어와 네이버랩스의 협업은 

맵핑로봇 M1를 이용해 3D 

실내지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이와 관련해 히어의 

CEO 에자드 오버빅(Edzard 

Overbeek)은 “실내지도 개발에 

네이버랩스의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공동 작업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랩스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출처: 네이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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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실내 자율비행을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

글로벌 전기전자기업 알프스 알파인(Alps Alpine)은 실내에서 

드론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비행해 미션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위

치정보를 제공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

스템은 위치정보를 브로드캐스트하는 RF(Radio Frequency) 

장치와 메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이 좁은 문을 통과해 자율비행을 할 

수도 있다. 알프스 알파인은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정확도

를 30cm 이내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과 

드론에 탑재된 컴퓨터 비전 기술을 결합해 사용함으로써 정확

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쇼핑몰이나 창고 등과 같은 실내에서 

드론의 자율비행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건물 전체가 아닌 필요

한 비행 경로에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가 기대되는 실내 공간정보 기술 및 서비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내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컴퓨터 비전, 증강현실, 클라우드, RF 네트워크 등 각자가 강점

을 가진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있다. 하지

만 아직 실내 공간정보 시장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

으로 이들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여기에 로봇, 인공지능, 빅

데이터 기술이 적극 통합됨에 따라 더욱 정교하고 풍부한 정보

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시장을 키우는 것은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응용 서비스다. 조만간 

실내 공간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이다. 특히 실외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

됨으로써 사용자가 실외와 실내를 오고 

가더라도 끊임없이 공간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프스 알파인의 실내 내비게이

션 시스템(출처: 우버기즈모)



CULTURE writer. 강진우(자유기고가) 36

일기예보를 
넘어 21세기 

핵심 
데이터로

weather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상정보=일기예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상정보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 및 효과 

극대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 기상정보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데이터 중 

하나로 꼽는 이유다.

2019  AUTUMN 36 37

날씨를 활용해 매출을 높이다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기업 브리티시 리테일 컨소시엄(BRC)은 

얼마 전, 날씨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채널·제품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온이 적당한 경우에는 오

프라인 매장의 고객 수가 늘어나고, 덥거나 추운 날씨에는 온라

인 매장이나 냉방시설이 완비된 대형마트·백화점의 매출이 올

라간다는 것이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녹차와 헬스클럽 이용권 

구매욕구가 각각 37%와 56%로 올라가고, 비가 오는 날에는 가

정용품·소형가구·의류용품의 온라인 매출이 12% 높아진다. 전

문가들은 날씨는 사람의 신체 및 정서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 편의점 브랜드들은 기상 변화에 따른 소비 패턴을 분

석, 전국 가맹점에 행동지침을 전달함으로써 매출 극대화를 유

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품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의 

기온인 ‘임계온도’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콜라와 사이다

는 25℃를 기준으로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판매량이 각각 15%

와 10%가량 증가한다. 30℃가 넘으면 맥주 판매량이 70% 높아

지는 반면, 기온 16~20℃의 온화한 날에는 소주 판매량이 10% 

감소한다. 유리그릇·반팔 티셔츠·수영복의 임계온도는 각각 

18℃·19℃·24℃다. 편의점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상품의 진열공간을 늘리고 외부 판매대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매출을 높인다. 세븐일레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6개월간의 장기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얼음컵 음료 신제품 출시

를 늘리는 등 기상정보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매출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다.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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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로 기업을 경영하다

기상정보는 기업 경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

다. CJ제일제당은 가공식품업의 특성상 옥수수·대두·원맥·원당 

등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최

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요동쳤고, 사업 위험도

가 높아졌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언론의 기상예측과 실제 기상 

상황 및 작황이 달라 가격이 급변동한 시기․자체 기상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상 트래킹(Tracking)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곡물 구매에 적용함으로써 위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구찌·입생로랑·발렌시아가 등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케어링그룹도 기상정보 활용에 나섰다. 케어링그룹 브랜

드들은 최고급 섬유 중 하나인 비큐나 원단을 많이 사용한다. 이 

원단은 비큐나라는 낙타과 동물의 털로 만들어지는데, 3년에 한 

번씩 털을 깎을 수 있는 데다가 일부 속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g당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값어치가 높다. 문제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비큐나의 서식지와 원단 생산량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는 것. 케어링그룹은 자체 기상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

와 비큐나 원단 생산량의 상관관계 예측·분석에 돌입했다. 기상

정보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명품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메리츠보험은 기상정보를 활용해 손해율을 낮춘 것은 물론, 우

리나라 교통사고 감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손해율은 보험

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손해

율이 낮을수록 보험사의 이익률이 높아지는데, 손해율을 근본적

으로 끌어내리려면 교통사고율을 낮춰야 했다. 메리츠보험은 고

심 끝에, 문자메시지(SMS)로 고객들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고객 교통사고율이 11.4% 낮아졌다. 이는 7개

월 간 교통사고 254건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로, 메리츠보험의 

평균 자동차 사고 보험금이 193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

해액을 5억 원가량 줄인 셈이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해 약 

51억 원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사례: 메리츠보험 기상정보 제공 후 효과]

교통사고율     

11.4 % 감소

사회적 비용   

51 억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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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와 함께 고도화 되는 기상정보

기상정보는 찰나의 순간으로 승패가 갈리는 자동차 경주에도 활

용된다. 쉐보레 레이싱팀은 지난 2018년 나스카 대회 출전 당시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레이싱 전략을 수립했다. 레이싱 기간의 

기상을 예측해 여기에 꼭 맞춘 주행 방법·타이어 교체 시기·피

트인 시점 등을 두루 결정했다. 기온에 따른 엔진 성능, 구름 정

도에 따른 주행 능력, 공기 밀도에 따른 차량 공기역학 등도 면

밀하게 분석해 대비책을 세웠다. 그 결과, 이 팀은 그해 대회 우

승을 차지했다.

기상정보는 그 특성상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실제 날

씨를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기상정보 전문기업 웨더컴퍼니는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를 수집

하기 위해 27만 5,000개의 기상관측소와 수백만 개의 사물인터

넷 네트워크 장치를 설치했다. 이 같은 실측 데이터에 슈퍼컴퓨

터의 기상예측 데이터를 통합해 적중률 높은 기상정보를 생산하

고, 이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부가가

치를 창출한다. 

세계 기상산업 시장은 2015년 19조 1,000억 원에서 2020년 26

조 7,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기상정보에 사물인터

넷·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이 더해지면서 그 가치와 활용성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1세기의 기상정보는 날씨를 미리 알아보

는 용도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론 모든 사업 분야의 발전

을 촉진하는,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세계 기상산업 시장]

2015년       19 조      1,000 억 원

2020년    26 조 7,000 억 원



SPACE 40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집어 들고 아무렇지 않게 

길을 나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둑이야!”를 외쳤겠지만, 지금은 

상 황 이  다 르 다 .  상 주  점 원 이 

아예 없는 무인상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 옷 가게, 편의점, 주스 판매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는 무인상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무인
상점에서

writer. 강진우(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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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산다

상상 속 무인상점을 
실현시킨 아마존

무인상점의 첫 포문은 글로벌 유통기업 아마존이 열었다.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 무인상점 아마존 고(Amazon go)를 공개한 것. 2016년 12월부터 아마

존 직원을 대상으로 임시 운영한 끝에 이룬 쾌거다. 아마존 고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기존의 슈퍼마

켓과 다를 바 없다. 반면 점포를 지키는 점원 혹은 계산원은 아마존 고에서 찾아볼 수 없다. 

고객은 아마존 고에 들어와 원하는 물건을 고른 후 바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은 편리한 프

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아마존 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로드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개인식별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마침내 이 QR코드를 아마존 고 입구에 있는 식별기에 가져다대면 문이 열리고 아

마존 고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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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고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백에 담거나 손에 들면 아마존 고 애플리케이션의 결제 서랍에 

자동으로 해당 물건이 담긴다. 물건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두면 결제 서랍에 담겨있던 물건도 자

동으로 사라진다. 물건 고르기가 완료됐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면 끝이다. 아마존 고를 나선 후 

10분이 지나면 물건값은 등록해둔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아마존 고의 슬로건 ‘Just Walk Out 

Shopping(멈춤 없는 쇼핑)’에 걸맞은 구매 방식이다.

이러한 쇼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마존은 매장 내에 인공지능 및 센서 기술을 다수 적용했다. 

천장에 부착된 카메라 수백 대가 고객을 지켜보며 물건 구매 여부를 파악하고, 인공지능이 정보

를 최종 분석해 비용을 청구한다. 한꺼번에 수십 명이 몰려도 각 고객의 정확한 구매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다. 아마존 무인상점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대륙에 안착하는 
‘무인 신(新) 유통’

중국의 주요 기업들도 무인상점 시장에 

뛰어들었다. 중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 

알리바바 산하 신선식품 매장인 허마셴성

은 2018년 2월, 상하이에 로봇 식당을 열

었다. 고객이 매장 입구에 설치된 디스플

레이를 통해 좌석을 선택하고 음식을 주

문하면, 로봇이 주문한 요리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탄력을 받은 알리바바는 11월, 

항저우에 무인호텔을 세우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고객은 안면인식으로 체크인하고, 로봇이 투

숙객 안내를 도맡는다. 객실에서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가 고객의 각종 요구사항을 처리하

고, 내부에 비치된 각종 물건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중국의 또 다른 유통기업 징둥은 톈진에 알리바바의 로봇 식당보다 진일보한 로봇 음식점을 개

설,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식당에서는 메뉴 주문, 음식 조리, 접객, 결제 등 음식점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한다. 자리에 앉은 고객이 테이블 위의 바코드를 스캔해 

음식을 주문하면 조리 로봇이 요리를 완성하고, 서빙 로봇이 고객에게 전달한다. 조리 로봇은 유

명 셰프의 레시피를 반영하여 40여 종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서빙 로봇에는 자율주행 및 초정밀

지도 기술을 탑재, 장애물을 피해 정확하게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한다. 

상하이의 한 대학교 남문에 위치한 쯔다서점은 지난 14년간 별다를 것 없는 대학가 서점이었지만, 

지난 4월 알리바바와 손잡고 스마트서점으로 재탄생했다. 입장에서 구입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도서를 고른 뒤 결제 통로에 서 있으면 인공지능과 각종 센서가 책에 붙

은 QR코드를 통해 가격을 알아내고, 알리페이 안면인식 결제를 통해 책값이 지불된다. 이제 고객

은 기다리거나 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가게를 나서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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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의 의미 있는 
‘최첨단 유통 실험’

우리나라에도 무인상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마트24 엔씨

타워점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

포다. 입구 옆 카드리더기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대면 문이 열린다. 편의점 진

열대는 일반 편의점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미성년자 악용을 막기 위해 주류는 판매

하지 않고, 담배는 성인인증 자판기를 통

해 팔린다. 물건을 가져온 뒤 셀프 계산대

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구매

가 완료된다.

홍대의 한 청바지 매장

도 무인으로 운영되며, 

24시간 문을 연다. 앞서 

살펴본 편의점과 같은 

방식으로 입장한 뒤 원

하는 청바지를 마음껏 

입어보고, 매장 내 태블

릿PC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안국동에는 24시

간 오렌지 주스 무인상

점이 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결제

하면, 껍질을 깐 오렌지 4알을 갈고 짜서 

자동으로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준다. 모

양새는 자판기 같지만, 실제 오렌지로 주스를 만든다는 점에서 무인상점의 범주에 속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무인상점은 존재하나 아마존 고나 로봇 식당과 비슷한 기술 수준은 아직 아

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아마존 고 시스템 구축에는 엄청난 비용과 높

은 기술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아마존 고 시스템은 무인상점의 보편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다. 아마존 스스로도 아마존 고의 진정한 목표를 인건비 감축이나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끊김 없는 쇼핑 경험(Seamless Shopping 

Experience)’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아마존 고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알고 보면 중

국의 무인상점도 마찬가지. 아직은 신 유통 전략의 최전선 실험장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

지만 도전이 쌓이고 쌓여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법. 이러한 측면에서 무인상점들의 ‘최첨단 유

통 실험’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편의점 진열대는 일반 편의점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미성년자 

악용을 막기 위해 주류는 

판매하지 않고, 담배는 성인인증 

자판기를 통해 팔린다. 물건을 

가져온 뒤 셀프 계산대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구매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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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딥러닝부터 LTE까지,
신기술 입고 진화하는 인구조사

Population Statics(Census)

인구통계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큰 틀에서 보자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하지만 막대한 인력과 시간, 자본을 투입하고도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란 만만치 않았다. 다행히 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과 공간정보의 발달은 인구통계 조사에 혁신을 일으키며 

보다 유의미한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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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이 발달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인구조사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미국마저도 인구조사에 있어서 만큼은 아날로

그 방식을 고수했다. 지난 2010년 진행한 미국 인구총조사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120억 달러

(약 13조 5,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3억 3,000만여 명의 인구조사를 위해 수많은 인력

이 투입됐고, 방문조사를 위해 1,700만 장의 지도와 5,000만 장의 질문지가 소비됐다.

이러한 고비용 ․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GHSL(Global Human Settlement 

Layer)’를 도입했다. GHSL은 인공위성 영상 이미지 상에서 도시 구역을 1스퀘어미터(Square 

meter) 블록으로 나눈 후 사람들이 거주하는 블록만을 추출해 인구밀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에 비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의 해상도가 낮을 경우, 활용도

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독일의 우주항공기관인 DLR(German Aerospace Center)에서는 GUF(Global Urban 

Footprint)를 탄생시켰다. GUF는 광학 이미지가 아닌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해 그리드 셀당 

12m의 해상도로 지구 곳곳의 공간들을 표현해낸다. 레이더 데이터는 특히 거주지의 특징인 수

직 구조를 매우 정밀하게 감지해 인구밀도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굴뚝이나 첨탑 등

의 인공물과 나무나 바위 등을 식별하기에는 쉽지 않아 DLR 연구팀은 오픈 스트리트 맵(Open 

Street Map) 등을 활용해 레이더 데이터를 수정해야 했다.

GHSL GUF

D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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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더욱 정확한 결과를

2017년 9월,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담은 한 

장의 지도를 공개했다. 이 지도는 세계 모든 지역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터넷닷오

알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망이 닿지 않는 지역의 인구분포를 분석한 결과다. 평범한 

인공위성 사진처럼 보이는 이 지도는 이전에 비해 훨씬 정확한 인구분포를 담아냈다. 인구통

계 조사와 인공위성 사진을 결합한 결과다. 특히 인공위성 영상 회사인 디지털 글로브(Digital 

Globe)가 확보한 146억 장의 이미지 중 인간의 흔적이 담긴 것을 가려내는 과정에서는 인공지

능 핵심기술인 신경망 머신러닝을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 인공위성 사진에

서 사람의 흔적을 찾아내는 과정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경망 머신러닝을 통하면 보다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다. 페이스북은 2017년

까지 20개 국가 2,160만km2에 이르는 지역의 인구분포 지도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보유한 정보에 육박하는 350테라바이트(TB) 분량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최소 

1,000대가 넘는 서버가 동원됐다.

같은 해 12월 스탠포드대학교의 팀닛 게브루(Timnit Gebru) 연구팀 역시 새로운 인구조사 방

법을 내놓았다. 구글 스트리트 뷰(Google Street View)에 찍힌 자동차 이미지를 활용해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의 인구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자동차의 제조사와 모델, 가격 등이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이후 수년에 걸쳐 미국 200개 도시의 구글 스트리트 

뷰에 찍힌 자동차 사진을 수집한 후에 2,657개의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딥

러닝을 활용한 연구팀은 “사람이 했다면 1대 당 10초, 전체 분석에 15년이 걸렸을 작업을 인공

전 세계 이동통신망을 쓸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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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딥러닝을 이용해 1대 당 0.2초, 전체 분석에 2주로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미국 인구통계국은 10년 만에 진행되는 2020년 인구총조사를 위해 GIS를 중심으로 한 새로

운 기술 도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국은 인공위성 정보와 항공사진, 10년간 업데이

트해온 주소 데이터를 활용해 BARCA(Block Assessment, Research, and Classification 

Application)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15만 명의 현장조사원이 발로 뛰며 주

소정보를 조사하던 10년 전과 달리, 100여 명의 기술자들이 사무실에서 10년 전과 현재의 이미

지를 비교하고 선택한 구역에 대한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사람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식도 달라진다. 10년 전 인구총조사에서는 800명의 파트너십 전문

가들이 인맥을 이용해 참여를 독려했으나,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는 인터랙티브 맵핑 툴인 

‘ROAM’이 활용된다. ROAM은 이전 조사의 응답률과 소득수준, 인구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맵핑해 응답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가려낸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현장조

사원을 파견하거나 지역 내 랜드마크에서 캠페인을 진행해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미응

답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서는 ArcGIS 런타임 기반의 ECaSE(Enterprise Censuses and 

Surveys Enabling)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된다. ECaSE 애플리케이션은 현장조사원 개개인의 

주거지, 사용언어 등을 고려해 최적의 업무를 할당한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암호화를 거쳐 자동으로 인구통계국의 중앙 저장소로 업로드됨에 따라 결과를 빠르

게 확인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와 LTE 시그널로 

새로운 인구모델 제시

지난 2018년, 서울시는 ‘서울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모델을 공개했다. 서울의 행정 서비스 

기준인 주민등록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생산성과 도시 활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와 

‘주간인구’는 늘어나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서울생활인구’에는 상주인구는 

물론 일, 교육, 의료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는 ‘비상주인구’와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인구’까지, 서울의 행정 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인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서울시는 공공 빅데이터와 KT의 통신 빅데이터를 융합했다. 행

정동 단위보다 세밀한 집계구 단위로 인구이동 현황을 수집하는 한편, 5일 동안의 데이터 생산

주기를 기준으로 해 정확성을 추구했다. 특히 LTE 시그널을 활용해 인구추계를 한 것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와 KT 관계자는 “서울생활인구 지표 개발은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고 말하며 “이 결과물이 지방자치

단체들의 스마트시티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와 함께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해 인구조사 방법을 진

화해 나간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현대사회의 난제들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

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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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지대로
탈바꿈 서울 왕십리역 광장

서울 왕십리역 광장은 하루 평균 8만여 

명이 오가는 도심의 중심지 중 한군데로 

꼽힌다. 특히 이곳은 국내 최초 지상과 

지하 환승역으로 건설돼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 4개 

노선이 지난다. 지난해 8월, 성동구청은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왕십리역 광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대대적인 개선을 

모색했다. ‘스마트 안전지대’로 변신한 

왕십리역 광장을 살펴보자. 



안전시설물의 위치정보, 국가좌표 데이터로 일원화

성동구청은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나 화재 등의 대형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왕십리역 광장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곳은 교

통의 요지이자 쇼핑의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인구의 이동이 

빈번하다. 그래서 왕십리역 광장 일대 안전시설물 408개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위치정보 통합 시스템 마련을 고민하게 되

었다.

이와 같은 안전시설물 위치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은 이번이 처

음은 아니었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3월 서울숲 안전시설물 606

개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정밀하게 구축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

째 사업이다. 성동구청은 지진대피소, 소화전, 비상벨, 보안등, 

CCTV를 대상으로 직접 위성측량을 실시해 위치정보를 통합 시

스템으로 구현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안전시설물들이 지번

주소나 도로명주소 또는 기관별 특정번호로 개별적으로 관리되

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었

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의 위치정보를 X, Y축을 활용한 국가좌표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위성측량 기기를 

활용한 전문적인 측량을 통해 정밀한 위치정보를 확보했다.

더불어 이번에 구축된 왕십리역 광장 안전시설물 위치정보는 

서울시 공간정보플랫폼인 ‘서울형지도태깅’과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인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성동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에 안전시설물 위치정

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이번 안전시설물 위치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를 들어 서울숲이나 왕십리역 광장에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이 실종되었을 경우에 주변의 안전시설물 위치정보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약속장소를 정할 때도 

막연하게 “서울숲에서 만나” 혹은 “왕십리역 광장에 있을게”라

고 하기보다는 안전시설물 위치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지난해 왕십리역 광장 안전시설물 위치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후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

울숲과 왕십리역 광장의 안전시설물에 대해 정밀 위치정보 통

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위치정보 통합 시스

템 구축을 통해 점차 지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이와 같은 사업

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스마트 포용도시’ 만들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성동

구청은 올해 지역 내에 위치한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성수특화구역 일대로 사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위치정보 국가

좌표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의 안전시설물들이 체계적으로 관

리되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안전시설물의 위치정보를 

X, Y축을 활용한 국가좌표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위성측량 

기기를 활용한 전문적인 측량을 

통해 정밀한 위치정보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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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내 안전시설물 위치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대상 시설 

소화전, 보안등, 가로등, 비상벨, CCTV 등 408개

구축 방법 

GPS 위성측량에 의해 안전시설물 위치정보 국가좌표 데이터 마련

활용 시스템 

서울형지도태깅, 스마트서울맵, 스마트성동맵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측량이란 공간상 위치를 측정하고 도면·수치로 표현하는 것

기존 상황 예시

시설명 관리번호

지진대피소 성동옥외-29

소화전 옥외82-6-8

지진계측기 행당동 7

보안등 06-14-34

CCTV  고산자로13-15

비상벨 C-0478

-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기관별 특정번호 등으로 개별적 관리

문제점
* 긴급상황 발생 시 통합 위치정보 부재로 신속한 대응 불가

․ 지번주소는 토지경계가 넓을 경우 정확한 위치파악 불가

․ 특정번호는 개별 관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식별번호

․ 현재 시설물 위치도면은 담당자의 임의적 위치판단에 의해 표기

․  통합 위치정보 부재로 시설물 간 배치나 분포 등 연계상황 파악 불가

추진 절차

사전조사 업무협의 위성측량 전산구축 자료제공

기대효과
* 안전시설물 위치정보를 국가좌표로 통합 관리

․ 각 시설관리 주체별 개별 방식에 의한 개연성 해소

․  시설물 위치정보 통합 좌표화로 시설물 간 상호 연계상황 파악 용이

* 정밀 위치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위성측량에 의해 시설물 정밀 위치정보 취득 및 통합 정보 구축

․ 긴급상황 발생 시 정밀 위치정보에 의한 신속 대응

* 시민 도시생활 편익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약자 등) 또는 반려동물 실종 시 빠른 탐색 

․   대규모 공원·광장에서 약속장소 지정 혹은 배달 서비스 신청 시 정확

한 위치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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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간 정 보 가 
만 들 어 나 갈 
새로운 세상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
제42회 지적세미나

writer. 권주희   photo. 안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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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미래를 여는 공간정보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

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

간정보 관련 국내 최고의 축제로 꼽힌다. 이번 엑스포는 ‘공간

정보의 연결과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공간정

보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보여주

었다. 24개국 85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190여 개 전시부스

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는데 지난해 17개국, 83개

사, 140여 개 전시부스에 비해 한층 더 성장한 수치다.

이번 엑스포에서 단연 눈길을 끌었던 전시부스는 한국국토정보

공사와 전주시가 마련한 ‘디지털 트윈존’이었다. 한국국토정보

공사는 전주시와 국내 최초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시

티를 선보였고, 홀로그램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시뮬

레이션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관람객들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개념들을 직접 경험하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

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엑스포는 가상도시 플랫폼, 3차원 

실내 공간정보, 자율주행 정밀지도, 지하공간 탐사 등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

을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고객이 만나

는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했다.

국토교통부 한동민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올해 최대 규모로 개최된 것은 그만큼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최신기술이 만

들어가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상과 미래 신산업을 가늠해볼 

수 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은 “공간정보는 데이터경제 시

대의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다”며 “올해 엑스포가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국민

들에게 알리고 공간정보를 활용해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더욱 성장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열렸다. 이번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는데, 

국내 최초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선보이는 등 공간정보 

관련 최신기술이 대거 소개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8월 8일에는 이번 엑스포의 주목할 

만한 컨퍼런스 중 하나인 ‘제42회 

지적세미나’가 열려 공간정보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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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나누고 더하고 확장시키다

이번 엑스포는 3일 동안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을 주제로 다양

한 컨퍼런스가 마련됐다. 또한 기술세션, 정책세션, 학술세션으

로 나누어 공간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적인 방향

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에서 제42회 지적

세미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적측량 발전방향’, ‘최신기술 활용’, ‘지적정보 

활용’이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기념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라 지적정보는 공간정보로 확장

되어 그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성

장동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도전과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조만승 부사장은 “지적세미나는 역사

와 전통이 깊은 지적인들의 축제로 이 자리를 통해 많은 기술과 

제도의 발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남겼다.

첫 번째 지적측량 발전방향 세션은 대구 서구청 지적과 신희

민 발표자의 ‘스마트장비를 통한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조사 방

안’,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국토정보사업처 고정

현 발표자의 ‘UAV를 활용한 지적측량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연

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국토정보사업처 유용희 

발표자의 ‘지적실측 데이터 업사이클링’ 순으로 이뤄졌으며 ‘일

본의 지적 및 토지조사 사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지가옥조

사연합회 토다 가즈아키의 특별 발표도 있었다.

두 번째 최신기술 활용 세션은 전남 무안구청 민원지적과 송하

얀 발표자의 ‘효율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알림 깃발 설치 

방안’,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적사업처 김근배 발

표자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화에 따른 지적공부 오류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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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개선 방안’ 순으로 이뤄졌으며 ‘북한의 토지정책 변화’

에 대한 연변대학교 진 룽쉰의 특별 발표도 있었다.

세 번째 지적정보 활용 세션은 충북도청 토지정보과 라여원 발

표자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현장조사 방법 연구’, 한국

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이동진 발표자의 ‘도

시공간 분석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 경기 용인시청 토지

정보과 김정대 발표자의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을 활용한 

지적도 필지오류 해결 방안’ 순으로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발표자들이 실무를 진행하며 연구 주제를 선정

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이어가는 한편 최종적으로 합리적이고

도 현실적인 결론을 마련하고 대안 모색까지 이끌었다는 점에

서 눈길을 끌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세미나는 오후 5시가 

지나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긴 시간 동안 발표를 경청하

며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한 참석자는 “발표자들의 경험에 

근거한 문제 제기였기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논

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업무를 통해 변화 발전하길 바

란다”고 소감을 남겼다. 올해 열린 엑스포와 세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공간정보

에 대한 최신기술과 지식, 동향과 이슈를 살피는 값진 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writer. 최주연(자유기고가)   photo. 안용길INDUSTRY

3D GIS로 
열어가는
공간정보 그 이상의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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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GIS로 
열어가는

가이아쓰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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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게 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 역시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그만큼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가이아쓰리디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목할 만한 활약을 이어왔다. 

공간정보와 3D, 웹브라우저의 결합, 

그리고 여기에 오픈소스에 기반한 

개방과 협력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독보적인 행보를 그려온 

가이아쓰리디를 직접 만나봤다.

대용량 실시간 3D 공간정보 솔루션에 강한 기업

학부와 대학원에서 GIS를 공부한 신상희 대표가 두 명의 친구와 

함께 가이아쓰리디의 문을 연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지형데이터를 실물 3D로 제작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벤처

창업경진대회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부터다. 해당 사업

은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지만 가이아쓰리디는 곧

이어 다음 아이템 개발에 착수했다. 테라바이트(TB) 급의 초대용

량 위성 및 항공 영상을 웹으로 초고속 서비스하는 MIP(Multiple 

Image Provider) 솔루션을 선보인 것이다.

“창업 아이템 실패 후 새로운 개발 과제를 찾던 중에 위성 및 항공 

영상 분야에 눈이 갔습니다. 당시 그 분야가 폭발적으로 발전했지

만 용량이 워낙 커서 사양이 낮은 컴퓨터나 느린 네트워크 환경에

서는 활용은커녕 보기조차 힘든 실정이었죠. 다행히 저희는 대용

량의 자료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했기에 자신 있게 솔루션 개발에 

나섰습니다.”

신상희 대표의 자신감 그대로, MIP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공간영상 정보시스템, KEI(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립산림과학원 항공사진 검

색시스템, 경상남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에 활용되며 2011

년까지 국내 점유율 80%를 기록한 것. 나아가 중국과 싱가포르

에 수출 실적을 쌓으며 가이아쓰리디의 이름을 국내외로 널리 알

렸다. MIP의 성공으로 신상희 대표는 대용량 공간정보 솔루션 분

야에서의 강점을 재확인했고, 그 방향으로 매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2006년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은 ‘동네예보 시스템’이나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으며 혁신적인 솔루션

으로 평가받고 있는 mago3D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오픈소스로 실현하는 개방과 협력의 가치

2007년 과감히 단행한 체질 개선 노력 또한 가이아쓰리디의 성장

세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체질 개선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오

픈소스’였다.

“회사 창립 후 살아남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던 중 학부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오픈소스’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빅

토리아에서 열린 ‘FOSS4G 2007’에 참석했죠. 그곳에서 GIS 오픈

소스에도 체계적인 흐름과 활동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

들과 나누며 수익을 내는 기업들도 접할 수 있었고요.”

컨퍼런스에서 신상희 대표는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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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반복하셨던 “콩 한쪽도 나눠 

먹어라”던 말씀, “사회가 너희에게 기여한 만큼 사회에 환원하

라”던 은사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직접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코

드를 스스럼없이 공개하며 뿌듯했던 대학시절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다. 한편으론 날로 다양해지는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가

이아쓰리디의 한계도 보였다. 개인의 보람과 회사의 성장을 두

고 오래 고민한 끝에 신상희 대표는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오픈소스를 통해 나머지 영역을 보충하기로 결심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애써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에 반

발하는 직원도 있었고, ‘한국에서 오픈소스는 안 된다’는 충고도 

많이 들었죠. 제 개인적 욕심이라면 접으면 그만이지만 회사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오픈소스 중심으로 정착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덕분에 가이아쓰리디는 수많은 공간정보 관

련 기업들 중 ‘오픈소스 중심 기업’이라는 고유한 이미지를 획득

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신상희 대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개

방과 협력의 가치’는 기업철학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했다.

‘디지털 트윈’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간정보 플랫폼 mago3D

가이아쓰리디는 2014년 또 하나의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이목

을 집중시켰다. 모든 종류의 공간정보를 웹브라우저에서 구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mago3D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이전까

지 공간정보의 90% 이상이 2차원 평면에 표현됐으며, 그나마

도 실외 위주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3D)이며, 실내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mago3D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 공간정보와 그 공간에서 일어

나는 현상을 웹브라우저 상에서 3D로 구동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근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디지털 트윈과도 유

사합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무궁무진한 분

야에서 적극 활용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전에도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3D를 이용해왔지만 개별 건물

들에 대한 정보에 불과했다. 하지만 mago3D 플랫폼은 개별 건

물들의 정보를 통합해 건물과 각종 시설 사이의 상관관계를 미

리 계산해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일례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때 

컴퓨터 상에서 일조권을 계산해 건물들 사이의 간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주변 철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영향 범위

를 예측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장 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크레인의 안전 반경이나 

시설물과 장비 사이의 크기 등을 웹브라우저 상에서 계산할 수 

있으니, 기존의 절차와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

애써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에 반발하는 직원도 있었고, 

‘한국에서 오픈소스는 안 된다’는 

충고도 많이 들었죠. 제 개인적 

욕심이라면 접으면 그만이지만 

회사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2019  AUTUMN 58 59

된다. 실제로 mago3D는 ‘남극과학기지 웹 기반 3차원 시설·기

장비 관리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국내 다양한 산업 현장과 프로

젝트에서 활용 중이다.

스마트시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다

2020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가이아쓰리디는 또 한번의 도약

을 준비 중이다. mago3D를 원동력 삼아 제품과 솔루션 중심의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것.

“오픈소스를 근간으로 mago3D를 발전시키면 스마트시티, 스

마트팩토리는 물론 자율주행차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솔루션들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

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mago3D

를 오픈소스로 공개해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오픈소스 이용

자의 90%가 소리소문 없이 쓰기만 하는 실정이지만, 새로운 아

이디어를 공유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한 걸음씩 발전시

켜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가이아쓰리디를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다짐하

는 신상희 대표에게 공간정보의 향후 역할과 비전에 대한 생각

을 물었다.

“다소 거창하지만 저는 공간정보가 인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믿어왔습니다. 다만 기존

에는 저를 비롯한 전공자들의 시야가 좁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땅’과 ‘인간’만을 중심에 놓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세

상의 거의 모든 정보는 위치와 결합되어 있고, 생산과 소비의 주

체 역시 인간에서 사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

고 개방적인 자세로 주변을 돌아본다면 다양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방과 협력의 가치를 믿는다’는 가이아쓰리디의 기업철학

에 다시 한번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었다. 신화 속 가이아

(Gaia)가 세상의 만물을 키워냈듯, 가이아쓰리디가 국내 공간정

보 생태계 발전에 든든한 기반되기를 기대한다.

mago3D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 

공간정보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웹브라우저 상에서 3D로 

구동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근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도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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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장비와 우수 교수진
실무형 인재를 기르는 비결 

4차 산업혁명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는 가운데,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1997년, 지리정보공학과로 첫발을 내디딘 

공간정보공학과는 지난 22년간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는 산실로 거듭났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출신 

인재들이 현장을 주름잡고 있다.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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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인재를 기르는 요람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선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가 주인공이었다. 스마트국토엑스

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4차 산업의 첨단기술과 공

간정보기술을 융복합한 혁신기술을 전시하는 자리. 남서울대학

교 공간정보공학과는 행사 관람객의 현장 투표를 통해 고객 서

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관에게 수여하는 ‘CS상’을 수상했다. 

2008년부터 스마트국토엑스포에 12회 연속 참가한 남서울대학

교 공간정보공학과는 대상, 최우수상을 포함해 20회가 넘는 수

상 이력을 자랑한다. 박재국 교수는 “이번 수상은 관람객이 직접 

선정해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수상 소감을 남겼다.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1990년대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1997년 지리정보공학과

로출발했다. 그 후 GIS공학과를 거쳐 2018년에 지금의 공간정

보공학과로 자리를 잡았다. 몇 차례 명칭은 바뀌었지만 학과장

인 오충원 교수는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를 ‘충남지역의 

공간정보 허브’라고 소개했다. 매년 9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중부권 GIS교육거점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 대학원을 통

해 수준 높은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산학연 협력 과정 역시 활

발해 공간정보 분야에 있어 남서울대학교는 충남지역을 대표하

는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셈이다.

오충원 교수는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가 고수하는 가치

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실무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요

약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현업에서 즉시 활

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하고 공간정보산업을 실질적으로 이

끄는 역군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 기술의 발전

과 변화를 앞서 나가는 데 주력하지요. 최근에는 QGIS(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크로스 플랫폼 프리-오픈소스 데스

크톱 GIS 응용 프로그램) 및 사진 측량과 더불어 드론을 통한 공

간정보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9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중부권 GIS교육거점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김동문 교수, 김의명 교수, 학과장 오충원 교수, 박재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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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장비와 우수 교수진의 시너지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가 다른 대학교와 차별화 되는 지

점은 여럿이다. 그중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다시 말해 드론을 활

용하는 측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관심도 또한 높

다. 최신 드론 장비만 해도 40여 대에 달하며 대당 5,000만 원

에 달하는 고가 장비도 준비되어 있다. 장비의 여유가 많아 교수

와 학생의 1대1 수업이 가능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드론을 대

여한 후 집에서도 연습이 가능하다. 남서울대학교의 모든 학과 

중 공간정보공학과의 장비 구입비가 가장 높은 것도 학생들에

게 최고의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에는 전

국 최초로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나윤재(18학번) 학생

이 육군 드론 특기병으로 최종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공간정보공학과 교수진 역시 부

단히 노력하며 최신기술을 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에 맞춰 교수진 역시 자기개발을 

이어가는 것이다. 20시간 이상 드론 비행을 수료하고 초경량 비

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는가 하면 모바일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분야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다.

김동문 교수를 주축으로 공간정보공학과 교수진들은 학생들을 

위해 재능기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 기업에 취

업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수.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위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지적기사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대

비반을 무료로 운영한다. 교수진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

도록 돕고, 학생들은 4주 동안 기숙사 및 식비를 일부 지원 받으

며 수업에 매진한다. 참여 인원 중 자격증 취득 비율이 90%에 

달해 자격증 대비반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출신 인재들은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할 만큼 실무 경험이 풍부해 기업에서 환영받고 있다. 이는 

매년 취업률이 80%에 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간정보DB 구

축이나 항공사진 측량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지적직 공무원, 연

구원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공학과 출신 인재들이 활약

하는 중이다.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통해 졸업

우리 학과 졸업생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취업 시즌이 아닌데도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학생들을 소개시켜달라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우리 학과 출신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하기 전부터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

되는 경우도 많다. 박재국 교수는 “우리 학과 졸업생들은 책임

감도 강하고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제자들을 칭찬했

다. “취업 시즌이 아닌데도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학생

들을 소개시켜달라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우리 학과 출신 인재

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탄탄한 교육 과정을 통한 인재 배출은 곧 나눔의 선순환이 되어 

후배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난 2월과 6월, 취업에 성공한 졸

업생과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성공 비법을 전수하는 자

리를 개최한 것.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재직 중인 동문들은 한걸

음에 달려와 후배들을 만났다. 선배는 후배가 현장 맞춤형 인재

가 되도록 멘토링을 진행하고 후배는 선배를 통해 취업 노하우

를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업뿐 아니라 연구원으로서의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대학

원까지 연계되어 있어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하다. 남서울대학

교 공간정보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권상일 

씨 역시 전문성을 더욱 기르고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다. “공

간정보공학과는 희소성이 있는 만큼 자신이 열심히만 한다면 

미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서울대학교 공간정

보공학과는 최신의 장비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새

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간정보는 4차 산

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로 꼽힌다. 5G 시대를 맞은 

만큼 모바일 환경에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수집 및 개발, 활용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최근 대대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공간정보 관련 기업 관계자

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전공

과목 개설에 반영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교과목을 구성하고 가

르치는 것이 아닌, ‘소통’에 중점을 두어 공간정보공학과가 학생

과 현장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금보다 실

무 교과목이 강화되길 원하고, 기업 담당자들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함양하기를 원합니다.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는 곳인 만큼, 학생과 기

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2020년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실무형 인재가 만들어갈 

공간정보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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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지금보다 실무 교과목이 

강화되길 원하고, 기업 담당자들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함양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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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으로 
여는 
공간정보사회

2019년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가 지난 8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국토연구원은 1996년부터 ‘국가 GIS 발전전략’을 주제로 매년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23회째 개최되는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사례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공간정보 전략구상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으로 여는 공간정보사회’라는 주제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현장의 분위기를 요약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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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지식과 정보의 교류, 

그 뜨거운 현장

올해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는 미국 MIT 센서블시티랩의 카를

로 라띠 소장의 기조연설로 포문을 열었고, 세계 각국의 공간정

보 전문가 5인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

도하는 최신 디지털 기술이 공간정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전망했다.

국토연구원 강연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컨퍼런스의 주

제는 데이터경제로의 변환 속에서 국토연구원과 대한민국이 무

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미래의 공간정보에 대해 고민하

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의 공간

정보 기술과 전략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역시 축사를 통해 “공간정보

를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한다면 통찰력

을 얻을 수 있다”면서 “오늘 함께 나눌 공간정보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의적이고 다이내믹한 센서블시티
MIT 센서블시티랩 카를로 라티 소장

미국 MIT 센서블시티랩은 전 세계에 연구소를 두고 ‘도시를 제

대로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연구와 실험을 하고 있다. 그동

안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

고 이를 통해 21세기 도시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택시를 통해 뉴욕시에서 손님이 타고 내릴 때마다 데

이터를 수집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움직이는 택시는 무궁무진

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로 

위에 많은 자동차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자동차는 특정 공간

에 주차되어 있다. 이때 앞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한 고층 건물의 주차장은 층고가 매우 

높은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만 미래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이 필요 없어지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고속도로 공간을 재창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데, 출퇴근 시간처럼 차량의 이동이 많을 때에는 고속도로로 쓰

이지만 그 밖의 시간에는 다양한 목적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

다는 것이다. 이런 실험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와 이를 적용할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미래의 

공간은 분명 지금보다 창의적이고 다이나믹해질 것이다.

스마트 도시를 위한 협력적 스마트 파트너십 
조지아공과대학 데브라 램 교수

1960년대부터 빠르게 이뤄진 도시화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

며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다. 동시에 급속한 도시화로 인

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했다. 기후, 환경, 교통, 빈부격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증가했다. 데브라 램 교수는 이 문제들

을 해결해 좀 더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파트너십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과 같은 앞선 기술력과 다양

한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융합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스마트 파트너십이다. 데브라 램 교수가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에서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 파트너십에 대한 좋은 예

이다. 지난해 조지아주 전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챌린지를 실

시했는데,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

나 참여 가능하다. 

조지아공과대학 데브라 램 교수팀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공

공기관과 IT 에이전시, 유틸리티 회사도 함께했다. 선정된 아이

디어는 실제 적용하고 피드백을 다시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과

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가 도시문제를 해결할 

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이 기

술을 이용해 어떤 도시를 만들어나갈지 결정하는 것은 지역 커

뮤니티다. 기술과 데이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스마트 도시를 확

장시켜갈 때 스마트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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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디자인과 계획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교 비기 툰쳐 교수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교 비기 툰쳐 교수는 정보 및 지식 모

델링과 시각화에 초점을 맞춘 ‘Informed Design Group’을 이

끌고 있다. 주거용 신도시 공공장소의 사용자와 관련 정보에 관

한 다단계 데이터를 수집, 조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

로 공간의 재설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 디자인

과 계획에서 어떤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

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도시문제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은 매우 중요하다. 

비기 툰쳐 교수는 빅데이터 AI를 활용해 좀 더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드론 등 다양한 데이

터 수집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재미있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활기를 예

측해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어느 정도 모일지를 예

측하고 이 결과를 공간 디자인에 반영한다. 반대로 퀼리티 높은 

공간 디자인이 해당 공간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기

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디자인과 지형학이 공간 활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도시 디자인을 통해 도

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비기 툰쳐 교수는 “동남아시아 등 도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의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

시 디자인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CNN딥러닝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이미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강영옥 교수

최근 강영옥 교수의 연구 주제는 소셜미디어 데이터, 그중에서

도 사진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인 ‘플리커’다. 플리커에 사진

을 공유하면 위치, 시간 등 공유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업로드

된다. 이 데이터를 통해 한 사람의 이동경로는 물론 각 장소에

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강영옥 

교수는 플리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느끼

는 서울의 이미지는 어떠한지를 연구 중인데, 이미지 분석에 인

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CNN딥러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여전히 오차는 존재한

다. 이때 CNN딥러닝을 통해 트레이닝 시키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강영옥 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고 1,974명이 8만 6,291개의 사진을 

올렸음을 확인했다. 이 중 일주일에서 열흘만 머물다 떠나는 사

람을 관광객으로 분류, 1,476명이 올린 3,900장의 이미지를 연

구 대상으로 삼았다. 관광에 맞는 1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미

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궁궐, 음식, 토이샵, 푸드 마켓, 서울

의 경관, 야경 등이 관광객들이 서울에 대해 갖는 주요 이미지라

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종로에서는 궁궐과 같은 전통 건축물

을, 신촌 및 홍대에서는 음식을, 삼성역에서는 쇼핑이 주된 활동

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강영옥 교수의 연구는 CNN딥러닝을 

통해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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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응용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사례 
카이스트 이현규 교수

인공지능을 실제 공간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위치에 

대한 보다 정교함이 요구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정확

성은 높아졌음에도 ‘스마트홈’ 관련 사업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급자들이 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위치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의 정확성’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혈압을 측정한다

고 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보다 중요한 것

은 수시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함’

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지 지금 혈압이 

위험한지 아닌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스마트홈에서 중요한 것은 집이라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편안한 서비

스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

용해 말로 명령하는 것과 같은 편리함이다. 

집안 곳곳에 이름을 붙인 다음, ‘안방에 불

꺼줘’, ‘거실 에어컨 켜줘’, ‘주방 청소해줘’ 

등 구두로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스마

트홈은 뛰어난 기술력을 탑재한 제품을 판

매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용자들로부

터 얻은 데이터를 습득해 더 정교하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 외에도 환경 관련 정보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빌딩, 점원 없이 결제까지 가능한 무인상점 ‘아마존 고’로 대표되

는 스마트 쇼핑, 지금의 택배 시스템을 대체할 로봇 딜리버리 등 

인공지능과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토 모니터링 혁신 방안 
국토연구원 서기환 연구위원

토지이용과 토지피복 정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와 자원관리의 기초가 

되는 정보인 만큼 이 데이터가 쌓이면 미래 예측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현장에 나가 직접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을 활용했

고, 비용과 시간에 비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안하

기 위해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이용하게 됐다. 하지만 이러

한 방법 역시 우리나라 토지 전체 데이터를 만드는 데에 70억 

원의 비용과 약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

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GEO 

AI다. 로케이션 데이터, 공간정보를 다루는 툴,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같은 스페셜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

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I for Earth’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2억 개의 이미지를 단 10분 만

에 처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도 

2017년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토지 관련 정보들이 오래되고 부정확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는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연구다. 사실 경험은 물론 자문을 구할 

파트너, 축적된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하다보니 연구 과정이 녹

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5,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술을 개

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정부 정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이고 꾸준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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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s’에서 2019년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이하 CGRI-

19)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7년 

이래 세 번째로 꼽힌다. 또한 이 발표는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가 해당 

국가의 현황이 다른 국가 대비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지 살피는 

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 

자세한 내용을 지역별로 살펴본다.

2019년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 상위권 순위

그룹 국가 2019년 순위(점수) 2018년 순위(점수)

선도 국가 
(Leaders) 

*1-10위에 해당

미국 1(100.0)- 1(67.777)
영국 2(62.16)- 2(40.633)
독일 3(49.51)- 3(37.540)

네덜란드 4(47.03)▲ 5(33.352)
캐나다 5(44.45)▲ 7(31.963)
덴마크 6(44.06)▲ 8(31.376)
중국 7(41.19)▼ 6(32.171)

싱가포르 8(41.16)▼ 4(34.977)
벨기에 9(41.11)▲ 11(29.972)
스위스 10(40.94)▼ 9(30.673)

도전 국가 
(Challengers) 

*11-26위에 해당

프랑스 11(40.11)▼ 10(30.625)
일본 12(39.03)▲ 16(27.002)
한국 13(38.70)▲ 15(28.125)

아일랜드 14(38.60)- -
호주 15(38.10)▲ 14(2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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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지역 
North America region

▼

미국은 지난 두 번의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 조사에 이어 이

번에도 가장 많은 공간정보를 보유한 국가로 선정됐다. 또한 북

미 지역은 미국이 1위, 캐나다가 5위(2018년 조사에서 7위)에 랭

크된 데 힘입어 3년 연속 지역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다.

비록 멕시코와 코스타리카가 북미 지역 리더 국가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이 두 국가는 공간정보 준

비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 두 국

가들은 공간정보 솔루션을 확산시키고 채택하기 위한 프로그램

의 추진에 있어 상호 교류 없이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tains its numero uno position 

continuing from the last two editions of Countries Geospatial 

Readiness Index, making it the most geospatial-ready country, yet 

again. From a regional perspective, owing to USA’s 1st position 

and Canada’s 5th position (up two places from CGRI-18), the North 

America region continues to dominate the regional geospatial 

readiness for third year running.

Even though Mexico and Costa Rica rank relatively low globally 

when compared to their other two counterparts; these countries 

are taking multitudes of initiatives to make themselves geospatial 

ready. The countries in the North America region mostly operate 

in silos with each economy taking initiatives at the national level to 

promulgate the rise and adoption of geospatial solutions.

이런 면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국가 차원에서 공간 데이터의 

공동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CGRI-19 정책 프레임워크 순위에서 미국이 영국을 밀어내

고 1위를 차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의

회의 2017년 공간정보데이터법(Geospatial Data Act 2017) 승인

이다.

여기에 2018년 발표한 국가우주전략은 2004년에 발표한 기존 

공간 기반 포지셔닝, 탐색 및 타이밍 정책과 2003년에 발표한 상

업용 원격 감지 공간 정책에 더해 확실한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캐나다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 공간정보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있

으며 캐나다우주국은 우주 관련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명확하게 정의된 정책 구비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

긴 어려웠다.

  In this respect, USA and Canada both continued to take 

necessary steps to strengthen the collective use of spatial data in 

the country. If there was one single cause that could be attributed to 

USA dethroning the UK from the top position on the CGRI-19 Policy 

Framework pillar this year, it was the clearance of the Geospatial 

Data Act 2017 by the US Congress. 

Also,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Space Strategy in 2018 

added definite layers to the country's existing Space-Based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policy (2004), and the Commercial 

Remote Sensing Space Policy (2003). Not far behind is Canada, with 

its own Geospatial Operation Policy in place and a Space Strategy 

by the Canadian Space Agency in pipeline. With regard to having a 

well-defined and documented policy, both Mexico and Costa Rica 

fail to impress.

미국은 CGRI-19 데이터 인프라 기반 평가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지적, 지형, 유틸리티 네트워크, 전송 네트워크와 같

은 주제별 고해상도(1:200-1:1,250) 레이어 같은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자산들은 거의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지구 관측 분야의 리더이며 자체 위성 기반 포지셔

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이 분야 개척자이자 

선도자로 꼽힌다.

캐나다가 미국의 행보를 열심히 따르고 있는 사이 멕시코와 코스

타리카 두 신흥국들은 몇 년 전에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구

축 과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두 국가들은 지구 관

측 관련해 ISRO, CNES, NASA와 같은 우주탐사기관과 협력 계

약을 체결하는 등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USA continues its dominance in the CGRI-19 Data 

Infrastructure pillar as well. The country has a rich heritage of 

having highest scale thematic layers (1:200-1:1,250) such as 

cadastral, topography, utility network, transport network,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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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thers with almost a monthly update. Additionally, the country 

is a leader in earth observation, and has its own satellite-based 

positioning system, i.e. the GPS, a pioneer and still unmatched by 

any other positioning system in the world.

While Canada closely follows USA; Mexico and Costa Rica, the two 

emerging markets have been able to successfully begin their NSDI 

journey in recent years. Further, to build up their earth observation 

data capabilities, these countries are signing cooperation 

agreements with space agency around the globe (inclusive of 

ISRO, CNES, NASA) – showcasing a willingness to expand their 

geospatial readiness spectrum. 

데이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 기관의 처리 능력과 역량이

며, 북미의 공간정보 준비의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도 미국과 캐

나다는 독보적이다. 이 지역의 대학에서는 수준 높고 광범위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공학, 건축, 농

업 및 임업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관련 수업을 들으며 공간정

보 관련 대학원에 진학할 능력을 쌓을 수 있다.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data is the Institutional 

throughput and capability, which are at the core of North America’s 

Geospatial Readiness. 

Yet again, institutional capabilities of USA and Canada are 

unmatched.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these countries offer 

a wide and diverse range of core geospatial-related courses at 

research and post graduate levels; Thus building up graduate 

capabilities in the domain by offering ‘interdisciplinary’ course as an 

elective at School of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Agriculture and 

Forestry.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CGRI-19 제도적 역량 부문에서 비록 순

위는 낮지만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학

위 및 인증 프로그램은 물론, 공간정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북미 지역은 공간정보 분야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가 가장 높

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다양한 사업 기

회를 유치할 것이다. 북미는 혁신과 성장의 허브인 미국과 열심

히 배우고 실험하고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캐나다가 함께 위

치하고 있어 미래의 가능성과 함께 사업 성장의 가능성이 무르

익은 상태다.

  Though ranking low on the CGRI-19 Institutional Capability 

pillar, Mexico and Costa Rica offer high number of diploma and 

certificate programs and geospatial courses to cater to the 

immediate demands of the students.

The North America region is up for an exciting time ahead. With its 

regional readiness score the highest — the region should attract 

businesses to meet the demands of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The two sides of the North America — one a hub 

for innovation and growth and the other with willingness to learn, 

experiment and expand its readiness spectrum — the region is ripe 

for growth with future possibilities.

유럽 지역
Europe region

▼

유럽 지역은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 평가에서 꾸준하게 2위

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공간정보 인프라’ 및 ‘유럽 우주 전

략’과 같은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 및 메커니즘에 의해 지원을 받

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25 개의 준비도 지수에서 계속 1위를 차

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공간정보 인프라는 유럽 우주 전략 및 코페르니쿠스 전

략과 함께 유럽 및 글로벌 공동체에 가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제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GNSS 및 EO 기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 인프라 기능을 구축하는 데까지 대

규모 투자를 집행했다.

  The European region continues to uphold its 2nd position 

in the regional assessment of geospatial readiness. Supported 

by integrated policy frameworks and mechanisms such as the 

INSPIRE Directive, and the European Space Strategy, European 

countries continue to dominate the top 25 of the readiness indexes.

The INSPIRE Directive, along with the European Space Poli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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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pernicus strategy, is aimed at providing significant benefits 

to the European (and global) community. Over the last decad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significantly and strategically invested in 

building common data infrastructure capabilities as well as GNSS 

and EO capabilities to formulate the digital infrastructure backbone 

of the economy. 

유럽연합 공간정보 인프라는 35개 유럽 국가 모두에서 NSDI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유럽우주국이 주도한 

연구와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CGRI-19에서 유럽 국가

들의 순위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공간정보 관련 주도권 외에도 유럽연합의 디지털 아젠다, 건설 

부문 혁신을 위한 BIM 작업 그룹 구성, 국가 연구 및 혁신 전략 

2020, Horizon 2020 전략 개발 및 지원 등은 해당 지역의 지형

공간 준비 상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While the INSPIRE Directive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shaping the NSDI infrastructure in all 35 European countries, it is the 

initiatives by the European Space Agency under its Space strategy 

and Space policy that is aimed at supporting research, innovation 

and initiatives to develop competitiveness among nations — a 

result of which is seen in the CGRI-19 rankings. 

In addition to geospatial-related initiatives, a common approach on 

the Digital Agenda of the European Union, formulation of the BIM 

Task Group to transform the construction sector,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y 2020, and the Horizon 2020 Strategy aid to 

the development and enablement of the geospatial readiness of the 

region. 

이러한 통합 프레임워크는 모든 국가에서 공간정보 발전 및 도약

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프랑

스, 노르웨이, 핀란드 및 스웨덴과 같은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적절

한 정책을 수립해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을 적용해 준수한다. 

또한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및 

노르웨이는 과학기술의 발전 정책과 전략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

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건설하

기 위한 디지털 정부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These integrated frameworks serve as infrastructural 

backbone for geospatial advancement and progression in any 

country. Many of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Netherlands, Spain, Poland, France, Norway, Finland and Sweden 

conform to these policies by building their own suitable policies 

around it (as also in the case of INSPIRE). 

Further, United Kingdom, Germany, Switzerland, the Netherland, 

Spain, Sweden, Italy and Norway have well-defined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ment policies, and strategic 

programs in place. These countries also have a high focus on digital 

governance initiatives and legislative frameworks to advance new 

technologies and transforming infrastructure-construction secto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파트너십을 장

려하는데 크게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센터는 모두 민간 부문의 역할과 지역산업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한다. 실제로 2019년 CGRI 조사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산업 기반에서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됐다. 

2018년 CGRI 결과와 비교해볼 때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핀란드 등은 ESA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치한 것과 민간 

부문 개발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에 맞춰 국가 프레임워크를 

활성화해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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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ther, the European Commission is largely focused at 

encouraging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s as a new business 

model to remain competitiv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European Commission’s SME initiative; ESA’s Industrial Policy and 

ESA’s Business Incubation Centers, are all aimed at emphasizing 

the critical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need for building a local 

industry. CGRI-19 finds many European countries to have moved 

into top 10 of the Industry Fabric 

Pillar as compared to CGRI-18, i.e. Denmark, the Netherlands, 

Norway, and Finland are few of the countries that have benefitted 

largely from having ESA Business Incubation Centers in their home 

grounds; along with enabling national policy frameworks designed 

in alignment with the regional level policies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아시아-태평양 지역
The Asia-Pacific region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균 GDP 성장률이 3% 이상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서구 국가들을 따라잡고 있는 세계 경제의 ‘엔진’으

로 간주되고 있다. 이 지역 많은 국가들이 차기 ‘실리콘 밸리’가 

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에서도 놀라

운 성과를 보였다.

2019년 평가에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중 7개국(중

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이 상위 25개

국에 포함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전 세계 리더들

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다.

  The Asia-Pacific region is deemed as the ‘engine’ of the 

global economy as it constantly continues to outstrip its western 

peers with an above average GDP growth rate of 3% (and more!). 

As many of the Asian economies are working towards becoming 

the next ‘Silicon Valley’, the economies of this region continue 

to perform exceptionally in the Countries Geospatial Readiness 

Index-19. 

Of the total 16 countries assessed, 7 of them, — China, Singapore, 

Japan, South Korea,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 are in top 

25 of the index. This performance further extends at sub-pillar level 

wherein these countries are competing shoulder-to-shoulder with 

the world leaders. 

역사적으로 공간정보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모든 아시아-태평

양 지역 국가는 관련 정책과 일관성 있는 접근 방식을 통해 공

간정보 준비 상태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도

네시아는 2011년 공간정보법을 통과시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NSDI)를 만들고 정부기관 간의 공간 데이터 공유를 장려한 세

계 최초의 국가였다.

  Historically, from a geospatial perspective, almost all Asia-

Pacific countries have been working with an intention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ir geospatial readiness spectrum through dedicated 

policy efforts and cohesive approaches. 

Indonesia wa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pass the Geospatial 

Information Act in 2011, to create an NSDI and promote spatial data 

sharing between government agencies. 

그 이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공간정보 인프라와 활

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기능적이고 효과

적인 고급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는 2018 년 7 월에 우주국을 설립했

고, 스리랑카는 2018 년 12 월에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포털 서비

스를 시작했다.

EO 기능 관련 중국과 인도는 지난 2년 동안 우주에서 인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 연구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대규모 및 고해상도 데이터 확산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

만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Ever since, many economies of the region have begun to 

draft their own geospatial and allied policies to support geospatial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use. Additionally,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re taking proactive measures to develop functional, 

effective and advanced data infrastructure. For instance, Australia 

established its Space Agency in July 2018 and Sri Lanka lau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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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SDI portal in December 2018. 

In terms of EO capabilities, China and India are progressing fast in 

space research, having carried out memorable missions in space 

over the past two-three years. While high-scale and high-resolution 

data dissemination continues to be a challenge, countries are 

working at national levels to address the same. 

많은 국가들은 자체 지구 관측 기능이 없기 때문에 JAXA, ISRO 

ESA, NASA와 같은 국제 우주관측 기관과 협력해 데이터를 수집

하고 기업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호주 정부는 협력 계약을 통해 ‘코페르니쿠스 데이

터 접근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호주 정부는 코

페르니쿠스 데이터 접근 및 교환을 용이하도록 하는 지역 데이터 

접근 및 분석 허브를 설립했다.

  Many countries lack earth observation capabilities of their 

own, and hence they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space agencies 

such as JAXA, ISRO ESA, NASA to acquire and further disseminate 

data to businesses and citizens. 

For instance, the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to ensure that 

Australia shall have high-speed access to data from the Sentinels 

through its Copernicus Data Access Infrastructure. In return, 

Australia has established a regional data access and analysis hub 

to facilitate Copernicus data access and exchange.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공간정보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실

제로 올해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 조사에서 평가한 연구소의 

거의 30%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 미국 및 캐나다 등의 선진국과 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서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 상위 10개국에 랭크된 국가들은 

단독 및 학제 간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관련 교육 과정을 광범위

하게 제공한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호주 및 뉴질랜드의 대학교

는 공간정보 연구 기회 및 대학원 과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

간정보의 조사 및 혁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GIS 및 원격 감지 

연구소도 설립했다.

  The technological advantage of the Asian economies is 

only valuable due to the high number of institutions and courses 

being offered by institutes of these countries to develop geospatial 

technology related capabilities. Almost 30% of institutes assessed 

for the geospatial readiness index are located in the Asia-Pacific 

region.

Unlike the developed economies of Europe, USA and Canada, 

the top 10 geospatial ready countries of the region offer a 

wide combination of pure and inter-disciplinary geospatial and 

geospatial-related courses. Universities in China, India, Singapore,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addition to offering research and 

post graduate courses in geospatial, have also developed GIS 

and remote sensing research labs to facilitate investigation and 

innovation in geospatial information.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은 공간정보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해 더 많은 대학원과 학위, 전문가 과정을 제공한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공간정보를 토대로 주류 응용 프로그

램과의 통합 및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시점에 있으

며, 이제 정부 프로젝트에서 공간정보 솔루션 사용이 의무화되

고 있다. 이번 국가 공간정보 준비도 지수 조사는 아시아-태평

양 지역이 공간정보 추격자에서 리더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

을 보여준다.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and Vietnam offer more 

graduate, diploma and certificate courses to create ‘geo-intelligent’ 

workforce. The Asia Pacific region is witnessing an increasing 

demand for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geospatial with 

other mainstream applications. 

The overall region is at the point of a breakthrough so much 

so that the use of geospatial solutions is now being mandated 

in government projects. The readiness index showcases that 

the region is ready to move from the challenger’s spectrum of 

geospatial readiness to leaders in com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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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ASDM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Analysis and 
Spatial Data Mining

일시: 10월 10~11일   장소: 미국 시카고

홈페이지: https://waset.org/spatial-analysis-and-spatial-

data-mining-conference-in-october-2019-in-chicago

ICCMSPSI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llaborative Mapping, 
Spatial Planning and Spatial Information

일시: 10월 17~18일   장소: 이탈리아 로마

홈페이지: https://waset.org/collaborative-mapping-spatial-

planning-and-spatial-information-conference-in-october-

2019-in-rome

ICSASS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Analysis and 
Spatial Statistics

일시: 10월 24~25일   장소: 터키 이스탄불

홈페이지: https://waset.org/spatial-analysis-and-spatial-

statistics-conference-in-october-2019-in-istanbul

Smart Cities Summit 2019
Empowering cities for resilient, sustainable and 
digital futures

일시: 10월 31일~11월 1일   장소: 미국 애틀랜타

홈페이지: https://tmt.knect365.com/smart-cities

Smart Home Summit 2019
Interoperability, cybersecurity, and the future of smart 
home

일시: 11월 18~20일   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홈페이지: https://tmt.knect365.com/smart-home

CONFERENCE

 
  

November 18 - 20, 2019
The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Bayfront, CA

INTEROPERABILITY, 
CYBERSECURITY, 
AND THE FUTURE OF 
SMART HOME

tmt.knect365.com/smart-home

IoT World Series

IoT World Series

@IoTWorldSeries #SHSUMMIT 

4th Annual

October 31 - November 1, 2019  
Sheraton Atlanta Hotel, Georgia

tmt.knect365.com/smart-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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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소사이어티: 디지털 혁명 시대,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마르크 뒤갱, 크리스토프 라베 지음 | 부키 | 2019년 7월 30일

▼

출간과 동시에 프랑스에서 10만 부를 판매하며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로 찬사를 받은 책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유토피아적 시선과 디스토피아적 시선을 균형감 있게 다루어 올바른 길을 

찾게 한다.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은 매 순간 데이터의 생성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메신저, 인터넷, 휴대전화, 사물인터넷 기기 등을 사용할 때마다 각종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족하게 변화한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데이터를 선점한 

기업에 종속되고 과도하게 말하면 ‘자발적 노예 상태’에 이르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완전

한 프라이버시의 실종과 자유의 포기라는 국면에 다다를 수도 있다.

저자인 소설가 마르크 뒤갱과 국방·경찰·정보활동 분야 탐사보도 기자 크리스토프 라베는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기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지 각종 통계와 사실 관계를 빌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잃게 되는지,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스마트시티, 유토피아의 시작: 유튜브로 미리 보는 2025 라이프 스토리 
정동훈 지음 | 넥서스BIZ | 2019년 8월 26일

▼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일상 곳곳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그렇지

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

이 궁금하지만 여전히 먼 나라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인 저자는 강의와 특강을 통해 많은 이들과 4차 산업혁

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모호하고 어렵게만 느끼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집필을 시작했다

고 한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 가장 호응이 높

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했을 때 흥미와 이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머지 않아 다가올 2025년, 우리 앞에 펼쳐질 가장 현실적인 혁신에 대해 사용자 관점에 입각해 설명한다. 

특히 본문 중간중간 QR코드를 이용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생생함을 더한다.

4차 산업혁명, 당신이 놓치는 12가지 질문
남충현, 하승주 지음 | 스마트북스 | 2019년 8월 30일

▼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은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일 것이

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좀 더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고 믿고, 열심히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보았다.” 서문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12가지 쟁점을 총정리해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진짜 혁명이다 vs. 한국만 호들갑이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vs. 

저성장은 계속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 vs. 인공지능에 맡기면 불안하다 등 최근 첨예

하게 대립하는 관련 쟁점들을 예리하게 묻고 치열하게 답한다. 저자인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남충현 박사와 네이버 오

디오클립에서 ‘개념 경제’를 진행한 바 있는 하승주 소장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예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풀어나가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쾌한 시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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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물류사각지대 불편 해소

LX 등 6개 기관, 도로명주소 활용 

드론배송기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그간 배달과 택배 등이 어려웠던 도서와 오지의 물류 

배송에 청신호가 켜진다. LX는 7월 31일 충남 당진시 

소재 당진전력문화홍보관에서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전라남도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과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물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드론을 활용

한 배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으로 올해 말까지 충

청남도와 전라남도, 전주시 등 3개 지역을 선정해 드론 

배달점을 설치한 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

다. 이날 협약에서는 실제 물건을 매단 드론이 당진전

력문화홍보관에서 약 4.3㎞ 떨어진 난지도와 4.2㎞ 거

리의 소난지도에 물건을 배송하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

하는 시범을 보여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LX 최창학 사장은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사업의 성공

적 안착으로 물류사각지대의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

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대한

민국 혁신성장의 또 다른 마중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X, 한국의 토지정보화 기술 캄보디아에 전수

마스터플랜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맞춰 한국

형 공간정보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파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8월 2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과 협력체계 시행전략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간의 선린우호 증진은 물론 향후 

캄보디아에 한국형 공간정보 시스템 수출을 위한 토대

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캄보디아 체이 탄(Chhay Than) 기획부 

장관과 토운 타브락(Toun Thavrak) 기획부 차관, 하스 

번튼(Has Bunton) 국가과학기술의원회 위원장과 LX 

김택진 국토정보본부장 등 정부인사와 학계, 산업계 관

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

내 공간정보 중소기업인 투이컨설팅과 지오투정보기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캄보디아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범사업지역 

공간정보 DB 구축, 공간정보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등

을 실시해왔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캄보디아 정부와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현대화’를 위한 후속사업 개발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차기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청주시,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본격 시작

공간 및 행정정보의 효과적 지도화
▼

충북 청주시가 9월 3일 청주시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위

원 및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사업 추진방향, 범위 및 일정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간정보자문위원회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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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의견 교류도 함께 이뤄졌다.

청주시는 올해 12월 완료를 앞두고 있는 공간정보 시스

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공간 및 행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지도화하거나 지도화된 자료를 융합할 수 있는 정책지

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 시

스템을 정책 결정 및 효과 분석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

민 수요가 있는 자료는 공간정보 대민포털인 ‘지도모

아’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에스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SLG-EA’ 프로그램 출시

공간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별 특화 모델 제시
▼

공간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전문기업 한국에스리가 인구 50만 명 이

하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간정보 인프라 기반 스마트시

티 구축을 돕는 ‘SLG-EA(Small Local Government–

Enterprise Agreement)’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도심공동화, 노후화된 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는 문제들이 날로 복잡해져가

는 가운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도

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도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파악하고, 현안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를 해결 및 

예방하는데 데이터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스리의 SLG-EA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공간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구

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 

189개 기관 5만여 건 공간정보목록 공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정보로 자리매김
▼

국토교통부는 189개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가공간정보목록 5만 4,256건을 7월 11일부터 국가공

간정보포털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공간정보 목록은 지난해 4만 752건 대

비 1만 3,504건(33.1%)이 증가했다. 공간정보 목록의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7%, 도로·교통·물

류 분야 17.5%, 지도 관련 분야 8.9%, 일반 행정 분야 

8.1% 순이다. 토지, 건물, 용도지역 등 부동산 관련 정

보와 도로, 철도 등 공공기반시설 관리 등의 주제도 다

수 포함됐다. 활용성 측면으로 볼 때는 보안자료 및 내

부 업무용으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분류된 정

보는 65.2%,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34.8%다. 

 네이버랩스, 서울 주요 도로 정밀지도 연내 완성

자율주행 머신 품은 미래도시 계획
▼

네이버가 올해 안에 서울 주요 도로의 고정밀지도를 완

성하는 등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네이버의 기술 전문 자회사 네이버랩스 석상옥 대표는 

6월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

회를 열고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네이버랩스 

석상옥 대표는 “네이버랩스가 도전해나갈 기술 목표인 

‘A-CITY’는 다양한 형태의 기기가 도심 각 공간을 스

스로 이동하며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만들고, 인공지

능과 로봇이 공간 데이터를 수집·분석·예측해 최종적

으로 다양한 인프라들이 자동화된 도심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랩스 백종윤 자율주행그룹 리더는 자율주

행기술을 맵핑·측위·인지·예측·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모두 결합한 ‘종합예술’로 묘사하며 네이버랩스

가 구축한 자체 자율주행 기술 성능이 더욱 높아졌다

고 설명했다. 네이버랩스는 딥러닝과 비전 기술로 도로 

정보를 자동 추출해 신속하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자동화 알고리즘,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정보를 신속하

게 반영할 수 있는 크라우드 소스 맵핑(Crowd-source 

mapping) 방식의 HD맵 업데이트 솔루션 ‘ACROSS’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FOR READERS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 분야 전문지 

<공간정보> 매거진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구현되는 반응형 웹진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PC와 모바일에서 webzine.lxsiri.org로 접속하세요.

<공간정보> 매거진을 
웹진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와 관련해 함께 

생각해볼 이슈나 동향, 연구결과 등이 

있으면 원고를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의 의견은 더욱 좋은 매거진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번호를 읽고 난 소감이나 아

쉬웠던 점, 다음호에 꼭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등 소소한 감상부터 따끔한 질책까지 독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 드립

니다.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실 063-906-5624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63 육전빌딩 6층 LX 공간정보연구원  s07647@lx.or.kr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권혁찬

지난호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현주소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적절

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 같아 인상 깊었

습니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에서 운전

자가 아닌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때 겪게 되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윤리 문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자

율주행 기술이 안전하게 자리 잡기 위

해서는 운전자들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

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제도적인 지

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봉산동 우지혜

최근 편의성과 경제성 면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체계가 부실하고, 특히 차

량과의 사고 시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운

전자가 큰 부상을 입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사고 

판례가 전무하다시피해 가해자와 피해

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마

이크로 모빌리티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

니라 우려가 되는 지점들도 함께 다루었

으면 더욱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문경민

‘스마트시티’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

고 어색하지 않게 된 요즘이지만 스마

트시티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인 암스테르담의 사

례를 통해 스마트시티란 반드시 첨단 

신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도시 문제들을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똑똑한 도시’이지 않을까요?

좋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2020학년도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신설

대구대학교(총장 김상호)는 지난 9월 2일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선발 모집 

전형에서 부동산지적학과 신설을 발표했다. 대구대학교는 지적학 및 공간정보 

교육, 부동산정보 교육을 통해 지적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전국의 많은 대학교에 존재했던 지적학과의 폐과로 인해 정부의 지적전문가 

양성에 한계를 인식한 대구대학교는 영남권의 명문사학으로서 지적 및 공간정보 

전문가 인재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적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부동산지적학과의 교수로는 학과장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신 양성철 

교수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출신 이성화 교수, 전(前)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출신 안종호 교수 등 국내 권위 있는 지적 및 공간정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지적학과 전임교수 약력

양성철 교수  서울대학교 박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화 교수  대구대학교 박사, 한국지적학회 부회장, 한국지적기술사회 부회장

정성용 교수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박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정상국 교수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 박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박원석 교수  서울대학교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정희 교수   독일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Y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채미옥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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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공간정보 가을호 단며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