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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 복지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된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다. 

WELFARE 공간정보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길잡이가 된다. 지리정보와 지형, 건물, 도로 등의 

국토정보를 비롯해 인구분포와 변화상 등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공간정보를 통해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해법을 찾아본다.



미래의 석유가 될 공간정보 데이터

-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에서도 강조하듯이, 미래의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다. 정부도 

미래 ICT 핵심 인프라로 데이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규

제 혁신, 빅데이터 센터 구축 등 다양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데이터 기반 산업의 견인차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선정하고 복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

비스를 표준화된 데이터 공유 생태계 상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는 상당 부분 현재와는 다

른 모습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보다는 상당히 개선되고 발전된 

내일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특히 복지에 있어서도 달라진 면모가 

기대된다.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시스템 속에서 일회성인 복지

가 아닌 단계적이고 점층적인 복지, 인간적인 감성이나 호소가 

아닌 과학기술로 구현된 복지와 같은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최근 스마트시티의 복지 관련 전망을 들여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

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날도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디지

털 트윈이 실현된 스마트시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3차원 관제지도를 통해 응급상황을 의료기관에 

발 빠르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집안에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현

재 상태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또한 미세먼지나 기온 등 기상

환경 데이터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측형 복지 서비

스도 기대할 수 있다.

공 간 정 보 를  통 해 

지 속 가 능 한 

미 래  복 지 를 

실 현 한 다

‘복지’와 ‘공간정보’라고 하면 언뜻 
상당히 먼 거리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지리정보를 
비롯해 다각도의 공간정보를 잘 
활용하면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것. 복지와 공간정보를 
연계하면 종합적 관점의 융복합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보다 나은 미래 
복지를 위한 오늘의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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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도 강조하듯이, 미래의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 산업의 견인차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정하고 복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표준화된 데이터 공유 생태계 

상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싱가포르의 One-Map 플랫폼 구축 사례

-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도들이 현실화 중이다. 싱가포르 

국토청(Singapore Land Authority)은 One-Map 플랫폼을 구

축해 모든 기관과 시민, 기업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통

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모

바일 기기를 통해 막대한 양의 공간정보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토청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계를 지원하는 수평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현재 싱가포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일례로 고령자가 길을 잃거나 평소 활동하는 지역을 벗어

나면 고령자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달하는 어플리케

이션이 마련되어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면 주변 400m 이내에 위치한 전문 응급처치 요원

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서비스 중이다. 심장마비

는 발생 후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

우 유용하다. 특히 자동제세동기의 위치도 표시해주어 보다 완벽

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사회복지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면 저소득층 가정이 

위기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공간정보와 지역 거주자들의 인구통계 및 대중교통 데이터를 모

두 파악해 사회복지기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기도 하다. 

도시와 공간정보, 인터랙션하며 보다 정교하게

-

스마트시대 복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3차원 공간 모델링을 기

반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주인공 톰 크루즈처럼 도시의 구성요소 하나하나와 

인터랙션하면서 소통하는 것.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 분야의 빌

딩정보 모델링 표준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과 지리정보 모델링 표준인 CityGML은 서로 합쳐져서 도시의 

정밀한 3차원 공간지도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공간지도는 도시의 각종 데이터와 연결되어 편리하고 직

관적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더 나아가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등 도시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를 시뮬레이션해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데이터 간의 호환성과 연결성을 높이고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시키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인류가 사

용하는 언어는 대략 6,500개에 달한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쓰는 세계 여러 국가 간의 비즈니스를 위해 

‘국제표준’이 탄생했다. 세계를 무대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면 데

이터 표준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45년간 산업 

분야 데이터 표준을 만들어온 비영리 국제표준기구 GS1(Global 

Standards 1)은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통용되는, 유통·물류·

헬스케어·스마트팩토리, 금융 등 25개 이상 산업 군에서 활용되

는 데이터 표준을 만들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빌딩정보 모델을 표준화

하는 ‘Building Smart International’과 GS1은 협력을 하고 있으며, 

빌딩 내의 출입문이나 창문 등 사물을 표현하는 정보에는 GS1 식별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설계와 자재 공급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의 

운영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문 유리창이 깨지면, 

식별자를 참고해 동일한 제품을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지리정보 모델에도 GS1 식별자의 적용이 가능하다. 건물, 

교량, 육교, 신호 등에 식별자를 부여해 관리를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복지의 활용법 제안

-

스마트시티의 궁극적인 미래 모습은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한 

물리공간과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공간의 합체가 될 것이다. 그

리고 국제표준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가 합쳐져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트윈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와이파이, LTE, 

그리고 웹 기술로 무장한 인터넷이 산업을 견인해 왔다면 4차 산

업혁명 시대에는 표준화된 데이터 식별 체계와 어휘, 공간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인프라가 핵심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인프라는 복지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공간정보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 위치한 사람이

나 장소, 사물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다. 이 공간정보를 보다 세심

하게 활용하면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위한 맞춤 솔루션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복지에 있어서도 보다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하는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08 09

공간정보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 위치한 사람이나 장소, 

사물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다. 

이 공간정보를 보다 세심하게 

활용하면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위한 맞춤 솔루션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복지에 있어서도 

보다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하는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싱가포르 국토청(Singapore Land Authority)은 
One-Map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기관과 시민, 기업
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화된 데이터 식별 체
계와 어휘, 공간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인프라가 
핵심이 될 것이다.

2019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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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어디까지 왔나?

복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에는 수요자들의 인구사회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수요자 대비 관련 시설이나 시스템, 서비스의 합계를 추산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 

집중했다. 그런데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한 다각도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이 제시된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복지가 실현된다.

전라남도의
서비스 접근성

취약 조사

19%

4%

14%

6%

소매

보육시설 의료

응급의료

공원 어린이집

노인기관 도서관

은평구 
연신내

관악구 신림동
상도동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

강북구 수유
인수동

서초구 
방배동

동작구 상도동

은평구 응암동 
연신내

은평구 
응암동

남가좌동

수요도 높은 지역 향유도 낮은 지역

지난 3월 25일,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를 활

용해 전국의 농촌마을에 대한 생활 서비스 공

간정보를 구축했다. 이번 연구는 농촌 3·6·5 

생활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지역과 군사보호지역을 제외한 3만 4,196개 농촌마

을의 생필품 구매·보육·의료 등 생활 서비스 공간 전반에 대한 정

보로 구성됐다. 3·6·5 생활권 구현이란 농·산·어촌 지역에서 약

국 등 기초 서비스는 ‘30분’ 이내, 병원 등 고차 서비스는 ‘60분’ 

이내, 응급상황 대처는 ‘5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

자로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

회로 들어선 전라남도의 6,735개(전국의 16%) 마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매는 944개(14.0%), 의료는 272개(4%), 응급의료는 

1,287개(19.1%), 보육시설은 404개(6%) 마을

의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서 의원은 차량으로 5분 이

내 접근 가능한 지역이 3,311개, 10분과 15분 이

내 접근 가능한 지역은 각각 5,748개, 6,469개였다. 15분 이상 걸리

는 취약 지역은 255개였으며 병원이나 응급실까지 30분 내에 접근

하기 어려운 지역도 각각 272개(4%), 1,287개(19.1%)로 집계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의 생활 서비스

의 불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복지를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농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향후 농촌진흥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촌복지 해결책을 찾다 

농촌진흥청
지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기

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

정보를 융·복합한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월, 사업에 대

한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그중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는 

특히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25개 구·동의 주민이 어린이집, 노인기관, 공원 등 사

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이 가능한지를 분

석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원의 

경우에는 응암동, 미성동, 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 화곡동, 

상도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우체국 사거리 인근 등이며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

인수동 인근, 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사

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인구와 이용거리 접

근성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 중요

한 척도가 되었다.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구의 지역별 1인 가구에 대한 거주 특성을 분

석했다. 해운대구는 지역별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취약계층의 분

포와 무더위 쉼터, 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또한 1인 가

구의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시지가 분포와 비

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활용의 모범 사례 

서울시 & 부산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향유도와 
수요도 조사



‘환승지도’ 만들기이동을 위한

‘무의(無意)’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와 하버드대 생 김건호 씨가 함께 만든 단체입니

다. 건호 씨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인데 예전에 

미국에서 혼자 20개 주를 직접 횡단하며 그 체험을 담은 

<20 States on Wheels>란 책을 출간한 바 있어요. 그 책을 

보고 저는 딸 지민이와 스토리펀딩을 통해 ‘지민이의 그곳

에 쉽게 가고 싶다’라는 유튜브 비디오 시리즈를 만들었고

요. 제 딸 지민이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인데요, 이런 

일들이 인연이 되어 건후 씨를 만났고 무의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스토리펀딩으로 모은 

비용을 활용해 지하철 환승지도를 제작했어요. 2016년에는 

환승지도 1.0 버전을, 2017년에는 2.0 버전을 만들었죠. 그

동안 장애인 이동권을 고민하는 단체는 많았지만 대부분 

일회성에서 그쳤다는 점이 아쉬웠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도 목

표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라고 할 때 보통은 어려운 

기술을 언급할 때가 많은데, 무의의 휠체어로 이

동할 수 있는 지도의 개념은 매우 현실적으로 느

껴집니다.

  현재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라든지, 웨어러블 컴퓨터의 진화된 버전인, 일

명 ‘아이언맨 다리’로 불리는 입고 걸을 수 있는 로봇 등이

요. 하지만 이런 기술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비싸잖아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먼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값비싼 기술이 아니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에요. 휠체어로 계단을 오르

내리는 것보다 계단 옆에 경사로를 만들면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바꿀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살펴보자는 게 이 지도의 핵심이에요. 저희

가 만든 지도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미터를 가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고, 좌회전인지 우회전

인지 간략하고 명료하게 적혀있어요. 

이야기를 듣다보니 환승지도를 제작하게 된 동기

가 궁금한데요. 환승지도를 제작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처음부터 환승지도를 제작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 딸이 지하철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같이 다니다보니 장

애인들은 지하철 환승 시마다 불편을 겪게 되더라고요. 환

승도 불편한데 역무원도 방법이나 루트를 잘 모르는 경우

가 많고, 엘리베이터 안내는 부실했어요. 이도 저도 안 되

면 결국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그건 장애인들에게 매우 수

치스러운 이동수단이에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어디서 

타야 하는지 안내 스티커만이라도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하철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 불법이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 지도를 만들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지도를 제작해보니 결국 우리나라 장애인 이

동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

다는 데 있더라고요. 길 자체도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어

요. 인도와 차도의 턱이 좁고 가파를 뿐 아니라 1층에 위치

한 가게들도 전부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에

장애가 무의미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만들어진 
협동조합 ‘무의’.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를 제작하는 무의는 
휠체어에 의지해 세상을 
감각해야 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자유롭게 온 세상을 활보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무의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윤희 씨를 만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알아본다.

홍윤희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 제작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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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writer. 황정은(자유기고가)   photo. 안용길

 따뜻한 공간정보 
‘환승지도’ 만들기



는 어려움이 있죠. 예전에 딸과 함께 하와이에 갔는데 100

년 된 미술관도 턱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장애인 접

근성이 좋은지 물어보자 “It’s law”라며 당연한 듯 말하더라

고요. 우리나라는 저상버스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나마 

서울이 많다고 하는데도 약 30% 수준이죠. 결국 인프라 자

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환승지도를 제작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었나요?

  환승지도인 만큼 지하철 내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사진을 찍고 있으면 허가를 

받고 오라며 가로막더라고요. 또한 지하철이 약 6개 업체

에 의해 나눠서 관리되고 있는데 환승이 많은 지하철 역의 

경우 서로 관리하는 구역의 교차로는 결국 아무도 관리하

지 않는 곳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고속터미널 역에서 황당

한 경험이 있었어요. 딸과 함께 이동하다가 환승을 위해 리

프트를 타려고 하는데 ‘고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밑

에는 ‘고속터미널 역장’이라고만 쓰여 있었죠. 당황스러워 

전화를 했더니 저더러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유를 물

으니 계단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 제가 연락해야 

하는 관리소가 다르다고 답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 이

야기를 쓰고 다음날 항의를 많이 받았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승지도를 제작하셨네요. 이

러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어떤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공간정

보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현재로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

서 다음 기회로 미뤘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 실내지도과

로부터 보유한 실내공간 DB를 받아 활용했습니다. 공간정

보 기술이 발전하면 장애인들에게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실내공간에 대한 공간정보 기술이 발전한다

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예를 들어 지하철 내 화장실을 찾을 

때도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여자 혹은 남자 화장실이 왼쪽

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혼돈될 때가 많은데 만약 실내

공간의 공간정보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러한 혼란도 해결되

지 않을까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드론이나 비콘 등의 기

술을 활용해 음성으로 안내를 해준다면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하는 일은 없겠죠. 사실 장애인들은 이런 일을 한 번 겪

으면 충격이 심하게 남아 지하철 내에서는 생리 활동을 극

단적으로 참아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전에 딸과 함께 하와이에 

갔는데 100년 된 미술관도 턱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지 물어보자 “It’s 

law”라며 당연한 듯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저상버스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나마 서울이 많다고 

하는데도 약 30% 수준이죠. 결국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초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지도 제작을 계

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초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지도예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이 많은데 해당 장소까

지 초등학교 장애학생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

도를 만드는 거죠. 제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

교 때를 생각해보면 소풍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 딸은 

이동이 불편하니 다른 차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더라

도 엘리베이터 출구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과 먼저 출발

하는 게 보통이었죠. 하지만 딸은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으

니까 울면서 “친구들과 못 가면 안 가”라고 말하고 저는 달

래고, 이 과정이 매번 소풍 때마다 반복되었어요. 만약 이

러한 지도가 생기면 미리 계획을 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요. 예를 들어 경복궁에 간다고 할 때 비장애인은 3번 출구 

로 내려서 5분 걸으면 되지만 휠체어로 가려면 1번 출구로 

내려서 15분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다면 소

풍 장소까지 가는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궁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주로 현장체험 학습을 자주 가는 

장소 위주로 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네요.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없어도 제 딸이 지하철을 아주 편하게 탈 수 있

는 세상이요. “넌 휠체어를 타니까 여긴 못 가, 저기도 못

가”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을 꿈꿔요. 딸이 어디든 갈 수 있

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제 딸을 보면서 육체적 자

유가 정신의 자유를 만든다는 걸 깊이 느껴요. 반대로 몸이 

휠체어에 갇혀 있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됩니

다. 아이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넓어져서 마

음도 자유로워지면 좋겠어요. 제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

람들의 마음도 훨씬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되길 꿈꿉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의 목표

이고요.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4 152019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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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지리정보 서비스인가?
-

이유는 간단하다. 서비스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지역정보를 서비스 하는 기관

의 의도와 관행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시 말해 서비스의 초점이 제공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

다. 미국에서 인터넷 지리정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 사용자 입장

에서 이용하기 편리한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여러 곳을 헤매지 않고 한곳에

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결과

만을 서비스에 반영한다. 동일한 기술이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과학과 기술, 그 간극에 대해
-

세계에서 지리정보 기술의 선두주자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미국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왜 미

국인가?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다양하다. 땅덩어리가 넓으니 면적이 좁은 나라보다 지리정보

가 절실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에

서 지리정보가 더 발전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의 결과라는 역사적 안목이 담긴 답변도 들을 수 있다. 20세기에 우주항공 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독일이 떠오른다. 

미국이 지리정보와 인터넷 산업에서 선도력을 확보한 배경을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두 가지

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다른 시선을 만난 적이 있다. 지식과 정보에 관한 근본 

태도로 미국과 영국을 분석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행보가 설득력을 얻는다. 영국은 

대항해시대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추격하던 후발주자였다. 하지만 선도자를 물리치고 18세

기부터 패권을 장악해 역사를 주도했다.

연암 박지원의
눈으로
미국 인터넷 지도를
탐색하다 미국의 샌디에고시, 포틀랜드시, 

로스앤젤레스시 등은 지역인구와 

경제, 자연재해, 범죄분포 등 다양한 

정보를 축적한 인터넷 GIS를 

구축하고 다방면에 활용한다. 이러한 

인터넷 GIS는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정보의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미국 

인터넷 GIS가 정착된 배경과 현재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오리곤주를 클릭 한번으로 한눈에 
-

한국 기업이 급하게 미국 오리곤주에 사무실을 열어야 한다면, 인터넷에서 ‘oregonprospector.

com’을 찾아보길 권한다. 검색 기능의 첫머리에 건물 항목이 나온다. 원하는 사무실 크기를 지

정하고 임대할 것인지, 부동산을 매입할 것인지 선택한다. 그 다음은 유형을 지정한다. 사무실

로 쓸 것인지 콜센터나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인지 고른다. 이제 ‘검색(Search)’ 단추를 누르면 

조건에 맞는 건물이 인터넷 지도에 표시된다. 

인터넷 지도에 떠오른 검색 결과 중 하나를 선택했다. 기본 메뉴 중에서 지역정보를 클릭한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배후인구, 인종구성, 사업체 분포 등 다양한 센서스 정보를 열람할 수 있

다. 만약 이런 서비스가 없다면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누구에게 이런 

정보를 물어야 하며 과연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 오리곤주가 인터

넷으로 서비스 하는 정보는 한국에서도 모두 구현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서비스에 놀랄 사람

이 과연 있을까? 너무 간단하고 세련미도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국내에

서 동일한 서비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미국에서 인터넷 지리정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한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여러 곳을 헤매지 않고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결과만을 서비스에 반영한다.

   ANALYS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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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눈으로 새 것을 보다
-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초반부에는 청나라의 작은 도시가 나온다. 연암이 벽돌을 구워 성벽을 

세운 것을 보고 깊이 감탄한다. 조선은 돌을 깎아 성벽을 만들어왔다. 그는 벽돌과 돌로 성벽을 

쌓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연암의 분석력은 훗날 자신의 관할지에서 직접 벽돌로 

건물을 짓는 실험으로 연결된다. 정조는 그의 실험을 격려했다. 훗날 수원 화성을 건축할 때 최

초의 벽돌공법이 적용된다. 연암이 들여온 것은 벽돌 제조법인가? 그 이상이다. 성벽을 대하는 

새로운 사고법이었다. 익숙한 것을 다른 눈으로 살펴 새 것을 적용하는 관점이었다.

연암 박지원이 학식 높은 이광려와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대는 평생 독서했는데 아는 글

자가 몇이나 됩니까?” 연암이 물었다. “겨우 서른 자 남짓 아는 것 같군요.” 이광려가 대답했

다. 그날로 두 사람은 지기(知己)가 되었다. 지리정보를 다룬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연

암의 질문을 나에게 던져 보았다. 다시 지리정보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해보려 한다. 센서스, 

지도, 인터넷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하지만 아직 제공되지 않은 절박한 가치

는 무엇인가?

그런데 19세기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졌던 영국은 왜 20세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을까? 영국

보다 훨씬 뒤늦게 산업화에 합류한 미국은 어떻게 지금까지 새로운 선도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까?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영

국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이 떠오릅니까?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에도 훌륭한 공과대학을 여러 

개 설립했지만 본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도가 담긴 질문인가? 영국에서 ‘과

학’은 귀족처럼 우대받고, ‘기술’은 평민처럼 하대를 당했다는 지적이다. 

드러커는 ‘과학’과 ‘기술’이 근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 자란 두 그루의 나무와 

같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 중 무엇이 더 우월한지 따지는 것은 어리석다고 덧붙

인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향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주목했다. ‘과학’은 근본적으로 질문

에 답을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그렇기에 지식의 보편성과 완성을 추구한다. 

왜 지리정보는 미국에서 부흥을 이루었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 탐구력을 

발휘해야 한다. 모두가 납득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지식의 적용에 초점을 둔다. 미국의 지리정보가 분야별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

는 이유이다. ‘과학’은 보편적 타당성을 지향하고 ‘기술’은 구체적 실용성을 추구한다.

실사구시와 설중송탄을 아십니까?
-

미국은 영국과 비교할 때 ‘과학’의 보편성과 ‘기술’의 실용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영국을 추

월했고 압도했다. ‘과학’만 우대하거나 ‘기술’만 편애하지 않았다. 둘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구축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을 떠올려보자. MIT, 칼텍, 조지아텍 등 거의 모든 주마다 

기술을 중시하는 공과대학이 즐비하다. 미국을 대표하는 공과대학 가까이는 과학 분야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미국을 대표하는 선도기업 CEO들의 전문성을 살펴보면 기술 분

야 전공자 비율이 매우 높다. 미국의 기술 중시 문화는 우리 역사에서 충분히 꽃을 피우지 못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오리곤주의 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서비스의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서비스의 방향성이다. 사용자를 중심에 둔 지식과 정

보에 초점이 있다. 실사구시를 잘 표현한 사자성어 중에서 설중송탄(雪中送炭)이 있다. ‘눈 속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비단 옷이 아니라 땔감과 연료’라는 의미다. 가장 절

실한 문제에 주목해 지식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기술’의 근본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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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를 잘 표현한 사자성어 

중에서 설중송탄(雪中送炭)이 있다. 

‘눈 속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비단 옷이 아니라 땔감과 

연료’라는 의미다. 가장 절실한 문제에 

주목해 지식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기술’의 근본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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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복지와 3대 안전망
-

복지는 인간의 불행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행복을 충족시키거나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

적이므로 먼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더퍼(Alderfer)의 욕

구 3단계 ERG 이론(1969)을 살펴보자. 앨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따

라 욕구가 발현된다고 보는 기본적 관점은 매슬로우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핵심 요소

를 공통되는 부분 중심으로 묶어 존재의 욕구(Existence needs), 관계의 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의 욕구(Growth needs)로 분류했다. 이를 복지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존재의 욕

구는 인간다운 삶의 최저 욕구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복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관계의 욕구는 일을 통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재교육 시스템과 일자리 

매칭 시스템 기반의 일자리 안전망으로 보장해야 하고, 성장의 욕구는 기업가적 도전으로 사회

를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ANALYSIS 2 20 21writer. 김예지(KCERN 연구원)

관계의 욕구

일자리 안전망
노동 유연성, 재교육 체계, 매칭 플랫폼

사회적 안전망
최저생활 보장, 질병 재난 등의 사회적 위험 지원

존재의 욕구

불행 최소화

행복 충족

행복 극대화

욕망(Desire)

욕구(Needs)

만
족

 - 진
행

좌
절

 -
 퇴

행

[ 앨더퍼의 ERG 이론과 안전망 관계 ]

성장의 욕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현대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극의 가치가 아니라 서로가 선순환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공간정보는 현명한 

해법을 제시한다.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과 저장, 분석과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드는
스마트 복지사회

혁신의 안전망
기업가 정신, 실패 지원, 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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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복지 4.0시대의 3대 기술 
-

스마트 복지 4.0시대의 3대 기술로 인공지능, 플랫폼, 블록체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 기반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공급과 수요 예측이 가능하므로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혁신

적인 복지전달 체계구축이 가능하고, 현재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점(공공사회 복지 지출 증가, 

복지 사각지대, 의료 공공성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으로써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재편입될 수 있는 안전망은 미흡하므로 일자리 매칭 탐색, 매칭 시간 및 비용 감소를 위한 플

랫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는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의 활용으로 복지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고, 안전한 복지수당 지급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복지 4.0시대 
-

복지 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오랜 논란과 갈등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1800~1930년대를 지배했던 복지 1.0시대는 1차 산업혁명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빈

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직접 복지가 추진되었다. 1940~1970년대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치 세

력으로 부상한 근로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독일에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

도 복지 정책은 생존의 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경

제적 여건이 어려워지자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하게 되면서 다시 말해 복지국가의 축

소 혹은 합리화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복지 3.0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랜 시간 성장이냐 분배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킬 때

가 됐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접근하기는 복지 4.0

시대로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과 복지가 국민 부담과 세금의 합리적 지원 속에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

전망, 일자리 안전망, 혁신의 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3대 안전망으로 성

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플랫폼, 블록체인이 활용된다면 복지 4.0시대

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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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복지 4.0시대의 3대 기술 ]

 AI PLATFORM BLOCK CHAIN

[ 효율적 복지 ]
복지 관련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공급 ․ 수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과 맞춤

오류 비율 감소,
절차 표준화 및 자동화 

효율성 제고

역량 ․ 일자리 
매칭 탐색, 매칭 시간 및 

비용 감소

중개자 없는 
익명간 거래, 금융, 
청산, 권력 분산 등 
과거 모든 기록의 

암호화 공유

[ 일자리 안전망 ]
공통역량 공유

자원소비 축소, 효율 증대, 

비용 감소 

네트워크 효과

[ 투명한 기술 ]
블록체인 기반 

빅데이터 검증, 

예측과 맞춤 사회적 

최적화

인공지능 플랫폼 블록체인

[ 혁신의 안전망 ]

노동 유연성

규제 개혁

실패 지원

[ 일자리 안전망 ]

재교육 체계

매칭 플랫폼

유연근무

[ 사회적 안전망 ]

인공지능 효율화

블록체인 투명화

소셜벤처 매쉬업

[ 스마트 복지 4.0시대 모델 ]

혁신
성장

성과
가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세금 

국민 부담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재원

사회
안전망

혁신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순환의 영역 분배의 영역혁신의 영역

스마트 복지 4.0시대 트랜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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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트랜스폼으로 구현하는 스마트 복지   
-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스마트 복지 4.0시대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기존에도 스마트 

복지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됐고,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복지의 융합으로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기술과 문제의 대응을 통한 해결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과 3대 안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 과정이며, 이 과정은 데이터화(데이터 

수집), 정보화(클라우드), 지능화(인공지능 기반 예측과 맞춤), 스마트화(현실 최적화)라는 4단

계로 구현될 수 있는데, 이를 ‘스마트 트랜스폼’ 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마치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4단계와 유사하다. 인간의 뇌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데이터로 가

상세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뇌와 4차 산업혁

명은 현실세계를 가상화해 구조화된 모델을 만

들어 예측과 맞춤을 통해 현실을 최적화한다는 

측면에서 같다. 

이때 현실을 가상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과 가상세계를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그 결과

를 현실에 옮기는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디지

털 전환 과정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폼과 아

날로그 트랜스폼의 순환인 스마트 트랜스폼 과

정인 것이다. 

스마트 복지 4.0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1단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기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2단계로 이것을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우리의 문제는 클라우드의 활용이 어

렵다는 것으로, 클라우드 개인정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3단계로 이것을 활용할 인재를 육성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4단계 공공조직의 한계 극복을 위해 소

셜벤처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인구의 감소만이 아니다. 출산 및 

양육 등 많은 부분과 연결고리가 있으며, 고령화 문제 역시 일자리와 사회적 비용 상승 등 다양

하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숱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공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때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적재적소에 결합되어야 한다. 스마트 복지 4.0

시대는 바로 곁에 와 있는 듯하지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발걸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숱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공간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때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적재적소에 결합되어야 한다. 스마트 복지 

4.0시대는 바로 곁에 와 있는 듯하지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발걸음에 달려 있다.

정보화

빅데이터
+

클라우드 플랫폼

스마트 오프라인 사회오프라인 사회

지능화

인공지능
+

기계지능

데이터화

{  loT + LBS(공간) }
X

{ loB + SNS(인간) }

스마트화

CPS디자인, 3D/로봇, 

AR/VR,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 스마트 트랜스폼 프로세스 ]

1 2 3 4

데이터 수집

개념 제기된 문제 현안과 관련

한 레거시(Legacy) 데이터와 

IoT와 IoB를 통해 수집함

현실 최적화

개념 ‘스마트 고령화’를 위해 건

강한 고령 인구의 확산, 치매 노

인 및 독거 노인을 위한 관리, 

고령 인구의 여가 생활과 교육,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민간 기

업들이 참여해 실제 핵심 서비

스가 구현되는 단계임  

개방 참여  스마트 고령화를 구

현하기 위해 다양한 응용 기업들

이 참여하여 ‘맞춤형 정밀의료’, 

‘실버 치료 코칭 서비스’, ‘맞춤형 

개인의료’, ‘실버 로봇’, ‘효율화

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

비스’, ‘스마트 사회보장’, ‘블록

체인 기반 사회복지사 인력 관리 

서비스’, ‘O2O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를 구현함

소비자 관점  기존의 복지사업 

운영 주체 및 복지단체와 시민

단체에 의한 반발을 최소화해 

야 하고, 스마트 사회보장의 핵

심으로서 소비자인 대국민의 복

지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보하

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 

인공지능 기반 예측과 맞춤

개념 지능화 단계에서는 수집·

저장된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

터를 기계지능과 인공지능을 통

해 예측과 맞춤의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의 참

여를 촉진해야 함

전문가 육성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므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운영 시나

리오 기획자 등을 육성해야 함 

공유 및 확산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업

들이 핵심 서비스를 공유하여 확

산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 

클라우드

개념 개별 데이터들이 수집되

고 나면 민간 클라우드 플랫폼

에 저장되어 빅데이터가 활용 

가능해야 함 

클라우드  앞서 수집된 데이터

가 클라우드에 저장, 보관되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어야 함

플랫폼화  완전한 ‘고령화 데

이터 플랫폼화’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공공 클라우드뿐만 아

니라 반드시 민간 클라우드 활

용이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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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스마트시티에서 다시 생각하는 시민의 역할

사회 전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

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5G 통신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차가 실제 도로에 운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물

건 배송에서 사람의 운송수단으로까지 드론의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방송, 방재, 방범, 교통, 군

사 등으로 드론의 적용 분야가 점차 확장 중이다. 한편, 

도시에서는 지능화된 시설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도시민들이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한 서비스들을 속속 선보

이고 있다. 이 같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

로 도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총망라된 스마트시티다.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기술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비롯한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로 구성된 서비스들이 적용되

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성 

추구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들이 제대로 구현되었

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좌우한다. 스마

트시티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이전 유비쿼터스시티 사업은 인프라 구축 중심의 신도

시 건설 방식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

았다. 스마트시티는 이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주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참여로 일궈낸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되지 않는다. 

스마트시티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구성된 서비스들이 
적재적소에 적용되어 시민들의 만족감을 이끌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대두된다. 
시민 참여의 모범 사례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를 주목한다.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칼라사타마의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 사례

유럽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로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

타마 지구를 들 수 있다. 핀란드어로 ‘고깃배 항구’라는 

뜻의 이 지역은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기 이전에는 쇠락

한 공장들이 들어선 헬싱키 북부의 항구였다. 하지만 수

도 헬싱키 도심의 증가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분당 신도시의 10분의 1 수준인 1.8km2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곳에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시설물의 설치,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운용 등 4차 산업혁

명의 핵심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면서 스마트시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칼라사타마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유명

해진 계기는 시민 참여에 의한 리빙랩 추진 방식 때문이

다. 칼라사타마의 시민들은 리빙랩을 통해 기업들이 개

발 중인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공

한다. 사무실, 학교 등 모든 공간을 대여 가능한 공유공

간으로 만드는 플렉시 스페이스(Flexi Space), 무인자율

주행버스 소흐요아(Sohjoa)와 센서블4(Sensible 4) 등

의 리빙랩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거주민 3,000명 중 

1,200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이러한 리빙랩은 시민으로부터 도시문제 해결의 아이디

어를 받아 사업화를 시행하고 성과를 피드백하는 암스

테르담을 비롯한 유럽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 방식

과 유사하지만 칼라사타마의 리빙랩은 조금 더 적극적

인 시민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이 돋보인다. 칼라사타마

에는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혁신가클럽(Innovators’ club)’이다. 

혁신가클럽은 주민,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

로 구성되며 언제든 수시로 모여 칼라사타마의 스마트

시티 사업 진행에 대해서 논의한다. 

주로 논의되는 주제들은 지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이나 서비스의 도입 여부로 사전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다. 단순한 기술 전시장이 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가 높은 서비

스를 혁신가클럽이라는 시민협의체를 통해 결정짓는 구

우리 동네 실험실, 리빙랩의 개념

스마트시티에서는 시민 참여의 방식으로 리빙랩 개념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다시 말

해 우리 동네 실험실로 불린다.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

는 생활 현장에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면서 지속

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보다 적극

적인 개념으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자체를 시민들이 

제안하고 구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같은 리빙랩은 시민 참여와 기술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모두 가능해 최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여러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다.

리빙랩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

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이자 테스트베드라고 

할 수 있다. 리빙랩은 2004년 MIT의 윌리엄 미첼 교수

가 한 아파트에 센서를 설치하고 사용자들을 관찰하는 

플레이스랩(Placelab)을 구현한 것에서부터 유래되었

다. 윌리엄 미첼 교수는 여기서 생활 실험실,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의미로 리빙랩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이 플레이스랩은 사람들을 단순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했다.

유럽에서는 윌리엄 미첼 교수의 이러한 리빙랩 개념에

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

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개

념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리빙랩은 스마트시티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서 빛나는  리빙랩의 가치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을 주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스마

트시티 구축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소비자인 시민들이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그동안 도시 계획과 같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한적

이었던 시민 참여가 리빙랩을 통해 직접적인 방법으로 활

성화될 수 있다. 

둘째,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

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의 문제

와 개선 방향을 평소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

접 제안하는 방안의 체감도는 당연히 높게 나올 것이다. 

셋째, 시민-지역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지역경제 모

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시민들이 제

시하지만, 이를 서비스로 구현하는 것은 스타트업을 비롯

한 지역기업의 몫이 된다. 또한 서비스 구현 주체를 지원

하는 것은 도시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시민

과 지역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서비스 편익 개선, 일자

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넷째,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이 구축되면 지

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간

으로 피드백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체험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면 지역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지원 하에 이를 보완하는 혁신의 순환 고

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 동네 실험실로 불리는 리빙랩은 시
민 참여와 기술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이 모두 가능해 최
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여러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쇠락한 공장들이 들어선 헬싱키 북부의 항구였던 칼라사타
마는 헬싱키 도심의 증가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
시로 새롭게 개발되었다. 특히 시민 참여에 의한 리빙랩이 
추진되면서 칼라사타마는 모범적인 스마트시티의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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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다. 실제로 혁신가클럽에 제기된 제안이 회의에서 받

아들여지면 정부나 시에서 바로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1번가’ 사례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 시행한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이하 EDC)의 ‘스마트시

티1번가’ 사례를 들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 참여 플

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

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1번가로 불리는 

시민 참여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 

EDC 조성 전 과정에서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시티1번가는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에

서는 온-오프라인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www.smartcity1st.com)를 구축하고 부

산 해운대 일대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대시민 참여를 유

도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단

계로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부스 운영을 통해 민간기업

의 사업 제안은 물론 R&D 테스트베드 제안 및 시민 아

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이렇게 수집된 방안과 아이디어들은 3단계인 EDC 개발 

과정에 반영해 시민 참여형 도시 조성 마스터플랜과 사

업화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1번가 모델은 국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과 기업,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반

영해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특히 제안된 아이디어가 개발 계획에 반영되고 사업

화로 직접 연계되는 점은 국외에서 진행되는 리빙랩 프

로젝트와 유사한 점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1번가는 개발 사업 이전의 도시 조성과 서비

스 적용 아이디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도시 

조성 이후에도 서비스 개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

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구

조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의 방향과 과제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의 마련이 필요하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포털(www.

amsterdamsmartcity.com)에서는 시민, 스타트업, 기

업, 정책가들이 참여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아이디

어 제안, 사업 모니터링, 피드백 의견 제출 등이 가능하

다. 이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시민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둘째, 시민들의 아

이디어가 구현되고, 피드백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

는 연결고리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해 지역경제 활

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한국형 시민 참여 스마트시티 모델의 구축과 확산

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체감도 높은 서비스와 기

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시티1번가와 같은 시민 

참여 모델을 확립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과 개발 프로젝트들에서 시민들

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주민공람이라든지 

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지만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과

정에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는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웹이

라는 소통공간의 마련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산은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성공을 위해

서는 참여 주체들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사용자인 시

민의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생산자인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서의 지원

과 정보 공유, 그리고 리빙랩 참여자 간의 협력이 전반

적으로 진행되어야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혁신 모델은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 전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해 8월 전주시와 함께 시민참여형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

관의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주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스

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주민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체와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

한 협의체를 지역 관·산·학·연 및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해, 도시·주택, 교통·차량 등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서비스모델 개발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데이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교육을 실시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시민참여형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기업의 혁신적
인 노력,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서의 지원
과 정보 공유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30 312019 SPRING



writer. 전진(자유기고가)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기술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3차원 공간정보 

기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제작 

기술에 416억 원을 투자하면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VR·AR) 융복합 

및 혼합현실(MR) 제공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진화를 거듭해 

가상현실(VR)은 이미 대중에게 자리 

잡았고, 증강현실(AR)과 혼합현실(MR)도 

안전, 재난, 의료, 콘텐츠 등 각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3D 정밀스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상 그 이상의 현실까지 

구현하는 증강현실(AR)과 혼합현실(MR)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이 가상의 영상과 사용자의 움

직임을 결합해 3D로 구현된 생생한 현실을 제공했다면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이하 AR)은 실제 환경에 3차원 가상의 사물

이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확장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

다. AR은 현실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콘텐츠를 원

래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게 구현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

술이다. AR은 지리·위치 정보를 송수신하는 GPS 장치 및 중력 센

서, GPS로부터 송수신된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정보 시스템, 정보

를 수신해 현실 배경에 표시하는 AR 어플리케이션, 이를 디스플레

이로 출력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IT 기기 등에 의해 구현된다.

2017년에 출시되면서 열풍을 이끌었던 게임 ‘포켓몬Go’는 AR의 대

표 사례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

트를 입으면 필요한 모든 정보가 눈앞에 데이터로 펼쳐지는 것이나 

영화 <킹스맨>의 주인공들이 안경을 통해 대상에 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장면 또한 AR을 이용한 것이다. 스웨덴의 가구 전문기업 

이케아(IKEA)는 AR 기능이 구현되는 3D 어플리케이션 ‘인터랙티브 

카달로그(Interractive Catalogue)’를 개발해 소비

가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구, 의류 등을 가상적

으로 착용·배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2018년 세

계 최초로 차량용 AR 내비게이션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AR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교통 정보 및 경보, 경로 등을 전면 유리에 표시해 운

전자가 다양한 도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현대·기

아자동차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9 소

비자가전박람회(CES)에서 홀로그램 AR 내비게이

션 서비스를 공개하며 2020년 범용화를 목표로 하

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Naver)는 

AR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을 선보였다. 지도 제작 로

봇이 만든 3차원 입체 실내지도를 기반으로 세밀하

게 길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GPS가 잡히지 않는 실

내공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AR은 공간적 제약이 적고 현실감이 높은 반면 VR

과 비교해 입체감이나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었지만, 3D 정밀스캔의 진화로 3D 홀로그램

까지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에 진입하고 있다. 

가상
현실

증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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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MR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

AR, MR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AR 시장 규모는 2021년

까지 70조 원, MR 시장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R과 MR은 소비자, 상업, 기업, 의료,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자동차, 제조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활용 영역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충청남도는 올해 위치기반 AR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랜드로

(Land-RO)’를 선보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재난·재해 안전 

관리, 문화·관광, 생활 편의, 범죄 예방,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례로 해당 지역에 스마트

폰 카메라를 비추면 지적도와 토지·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행위규제 정보 등도 알 수 있다. 복잡한 서류 

열람 없이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MR은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수술 실습, 임상 교육 등에 VR과 MR이 활용되고 있으며 허공

에 3D 데이터를 형상화하면 수술 도중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

해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고, CT, MRI, 인체 내부 구조 등 실제

로 볼 수 없는 영역을 확대하고 정보를 결합할 수 있어 의학 연

구에 도입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인 교육에 

MR을 적용하고 있다.

VR과 AR의 장점이 융합된 혼합현실(MR)

VR은 입체감이 뛰어나고 몰입감이 높지만 전용 특수한 안경인 

HMD(Head Mounted Display)가 반드시 필요하고 편의성과 

착용감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AR은 공간적 제약이 적고 

현실감은 높지만 입체감이나 몰입도가 떨어진다. 이를 반영해 

VR과 AR의 장점을 결합한 기술이 혼합현실(Mixed Reality, 이

하 MR)이다. AR 기반에 3D/4D 효과를 결합한 것이 핵심으로 

VR의 입체감과 몰입도, AR의 현실감을 동시에 구현한 홀로그

램이다. MR에는 AR, VR, 3D 및 입체영상, 인공지능 등의 기술

이 혼합되어 있다.

MR이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상의 정보를 융합시켜 진화

한 가상 세계를 만드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방식을 혼

합해서 만든 현실’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AR과 VR을 통합하고 사

용자와의 인터랙션을 더욱 강화한 방식을 말한다. 즉 현실과 AR, 

VR의 요소가 모두 혼합된 상태를 구현하는 것이다.

AR이 실제 영상에 가상 이미지의 영상이 단순하게 더해진 것

이라면 MR은 실제 영상에 보이는 사물들의 깊이와 형태를 모

두 측정해 3D 형태로 가상 이미지가 더해져 보다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홀로그램 형태의 가상 이미지를 360도로 볼 수 

있는 것.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강릉역 ICT 

스퀘어에서는 MR을 선보였다. 3D 안경 없이도 산의 지형을 형

상화한 모형에 올림픽 경기장이 세워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 각 경기장 관련 경기 정보도 선택해 

재생할 수 있었다.

MR 제작 전문 기업 매직리프(Magic Leap)가 개

발한 MR은 사실감을 극대화한 3D 입체 영상을 

사용자가 있는 현실 공간에 구현한다. 매직리프

가 개발 중인 MR의 핵심은 투명한 포토닉스 칩

(Photonics Chip)이다. 이 칩을 통해 웨어러블 

기기 없이 현실 공간에 가상의 정보를 보이게 만

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맨눈으로 실제와 같은 가상현

실을 접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고해상도 3D 이

미지와 수많은 초소형 프로젝터가 필요하다. 

혼합현실을 구현하는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MR 기반의 웨어

러블 기기인 홀로렌즈(HoloLens)는 선이나 전화, PC와의 연

결도 필요 없는 무선기기로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CPU, 메모리, 배터리, Wi-Fi, 블루투스 등이 내장된 HMD형 컴

퓨터라고 할 수 있다. 홀로그램은 두 개의 레이저광이 만나 일

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해 3차원 입체 영상을 기록한 결

과물인데, MR 기반의 홀로렌즈는 VR 기기와 달리 2개의 카메

라가 장착돼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현실의 

실제 개체가 스캔된 3D 이미지를 출력하고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실제 공간을 인식할 수 있어 사용이 자유

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

자의 시선이 가까운 물체에서 먼 물체로 시선이 옮겨질 때 초

점도 같이 이동해 생생한 현실 체험이 가능하다.

혼합
현실

혼합현실 MR 시장규모 전망
 단위: 원, 2018년 이후는 예상치

각각의 장단점 비교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현실 세계를 
차단하고 디지털 
환경만 구축

▹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체감 있는 영상 구현

▹몰입감 뛰어남

▹ 현실 세계와 차단되어 

있어 현실과 상호작용 

약함

▹ 별도로 컴퓨터 그래픽 

세계를 구현해야 함

현실 정보 위에 
가상의 정보를 입혀서 
보여주는 기술

▹   현실 세계에 그래픽을 구

현하는 형태로 필요한 정

보를 즉각적으로 보여줌

▹ 현실과 상호작용 가능

▹ 시야와 정보 분리

▹ 몰입감 떨어짐

현실 정보 
기반에 가상의 
정보를 융합

▹ 현실과 상호작용 우수

▹ 사실감, 몰입감 극대

▹  처리할 데이터 용량이 

커서 다루기 어려움

▹ 장비나 기술적 제약이 

있음

장점

방식

단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33억
15억국내

세계 1,299억
46억26억

81억 3,898억
143억

250억

1조 2,021억
438억

2조 1,010억
768억



택배 서비스 프로세스 개요

일반적으로 택배는 위의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 고객

으로부터의 주문이 접수되면, 판매자인 송하인이 상품을 준비

하고, 이를 택배사가 방문해 집화한다. 택배사 내부의 운송 과정

을 거쳐 상품을 주문한 고객에게 배송하는 구조이다. 택배 서비

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적인 프로

세스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최소 3일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

야 했던 초창기에 비해 최근에는 익일 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까

지도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택배 서비스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수요 증가와 택배 서비스의 공급 확

대, 택배 서비스 기업 간 경쟁과 같은 시장 구조의 변화뿐만 아

니라 로봇 및 휠 소터(Wheel Sorter: 상자의 바코드를 인식해 배

송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기)와 같은 자동화 장비의 도입, 공

간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의해 가

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2019 SPRINGCULTURE

공간정보 기술과 
데이터에서 시작된 
택배 혁명

writer. 신광섭(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2014년 1월 아마존은 

‘결제예측배송(Anticipatory 

Shipping)’이라는 특허를 

등록했다. 기본적인 개념은 

고객이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배송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고객의 주문을 미리 

예측해서 가장 가까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접수되는 순간 바로 배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본다.

송하인

발송
터미널

배송점

집하점

집화

배달

허브
터미널

도착
터미널

전담
영업소

전담
물류센터

개인
고객

기업
고객

개인
고객

기업
고객

주문한 상품이 고객의 두 손에 전달되기까지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는 순간 판매자가 상품을 준비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주문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상품 배송

이 시작된다니 놀랍지 않은가! 그런데 이 특허가 접수된 지 이미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상용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아

직까지는 연회비 119달러를 지불하는 ‘프리미엄 나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주문 접수 후 1~2시간 내에 배송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유통의 적용 범위에서 가장 

후순위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육류, 해산물, 채소류 등과 같은 신

선식품에 대한 당일 혹은 익일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쉬’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타 유통

업체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측 배송과 신선식품의 당일 혹은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오프라인 매

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할까?

아마존부터 
쿠팡까지

36 37

택배사

수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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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마이창고’와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솔루션

을 제공한다. 쇼핑몰로부터 상품 결제 

및 접수 정보가 마이창고로 전달되면 

주문 후 배송까지의 전 과정이 마이창

고에 의해 처리된다. 상품이 입고되면 

검수를 거쳐 재고로 보관되고, 주문 접

수 후 피킹, 포장 및 출고 과정을 거쳐 

택배사로 인계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것이다.

배송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다

전체 물류 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단

계 중 고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맨 처음 집화와 맨 마지막 배송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과의 접점에 위치해서이기도 하지만 단일 상품을 기

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이동 시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배송의 맨 처음과 마지막을 라스트마일(Last Mile)이라

고 부른다. 라스트마일 운송의 수익성은 트럭과 배송 기사로 대

표되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된다. 한 번에 많은 상품

을 처리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

국 수익성과 배송 시간의 단축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라

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유통 및 물류기업들이 이 라스트마일의 혁신을 위

해 경쟁하고 또 협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퀵서비스

를 이용하는 메쉬코리아와 대형 물류기업과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보문고는 메쉬코리아의 부릉을 활용해 3시간 배송 서비

스를 출시했다. CJ대한통운 역시 메쉬코리아와의 복화운송엔진 

개발을 통해 서울 전 지역 3시간 배송을 목표로 라스트마일 서

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점점 진화하는 배송과 공간정보의 활용

배송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운송수단을 가진 업체들 사이

의 협업은 물론, 배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차량과 기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형태도 등장했다. 아마존 플렉스

(Amazon Flex)가 대표적이다. 차량을 가진 일반인을 아마존 프

라임, 아마존 나우, 아마존 프레쉬 및 아마존 레스토랑 서비스의 

배송 기사로 활용하고 일정 수준의 배송 대금을 지급한다. 국내

에서는 쿠팡 플렉스가 시도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급증하는 물

동량에 대응하고 배송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일반인을 배송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드

론을 활용하는 시도도 시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로봇이 배송 서

비스를 대신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

한다. 이렇게 배송의 처음과 마지막 단계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

스가 등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

로 확보되는 교통 및 날씨 데이터와 함께 공간정보가 결합되어

야만 한다. 

상품의 배송을 위해서는 정확한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배송의 최

종 목적지인 건물의 내부 공간정보까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빅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배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비롯해,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 및 배송 상품의 상태를 확

인해 실시간으로 배송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산화와 자동화에 따른 배송 시간의 단축

택배의 집화에서부터 배송까지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단축함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택배 서

비스 정보 시스템의 연계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의 주문이 자동으

로 판매자에게 전송되고, 다시 판매자가 송장정보를 입력하면 

택배사가 가진 시스템에서 배송을 위한 최적의 계획이 수립되는 

일련의 상황을 말한다.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택배회사 내부 운영 구조의 

혁신 역시 배송 시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했다. 우선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차량의 대형화, 물류창고와 터미널의 대형화 및 

자동화가 가능해졌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배송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동화 장비의 도입이나 배송 서비스 지역 확

대, 배송 트럭 및 기사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류

센터에 도입된 휠 소터와 아마존의 키바와 같은 로봇의 활용은 

물류센터 내 업무처리 시간을 줄인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풀필먼트(Fulfillment)센터의 등장과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서비스 범위의 확대, 내부 운

영 프로세스와 네트워크 최적화는 택배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물리적인 시간 단축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주문이 접수된 후에 상품 배송을 준비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결제예측배송은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제예측배송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의 고객에게서 어

느 시점에 어떤 상품이 주문될 것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마존은 방대한 고객의 주문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당 수

준의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송 위치, 상

품 내역 등 기존에 저장된 고객의 고유 데이터와 함께 사회적 이

슈나 트렌드, 날씨 등의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주문을 미리 예측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경험과 추측에 의한 운영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예측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대임에는 틀림없다.

다품종 소량화 되는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과거에 비해 물류센터에서는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상품의 출고가 

빈번해져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쿠팡의 경우, 그 종류만 400만 개가 넘는 로켓배송 상품의 관리

를 위해 직접 매입을 통한 상품의 사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마존

과 같이 제품의 입고와 출고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랜덤

스토우(Random Stow) 방식을 도입했다. 제품의 저장 위치는 작

업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며 출고 시에는 작업자에게 정확한 위

치와 집하 순서를 알려주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대형 물류기업이나 유통업체의 경우, 이러한 창고 내 입

고, 저장, 출고 기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겠지만, 무점포 소규모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에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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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홍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골목길 문화가 

삼청동, 신사동, 이태원 등으로 확산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도심의 골목길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큰길에서 

한 발자국 들어가면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선물해주었다. 

조금 다른 공간을 찾아 헤매던 이들에게 ‘나만을 위한 

소비 공간’으로 자리한 골목은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 

쇠락하던 도심을 재생시키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골 목 은 
어 떻 게 

문 화 로 
진 화 했 나

일상의 

트렌드가 된 골목

1970년대 강남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새로운 주거 문화로 자리잡고, 잘 닦인 대로와 주변 

상가와 고층빌딩이 현대인의 삶을 파고들면서 골목은 한때 외면 받는 공간이 되어갔다. 그런데 

골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대, 삼청동, 신사동, 이태원은 1세대 골목 상권으로 급부상했

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보다 심화되어 골목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하기에 이른다.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이나 문래동 철강거리를 비롯해 부산 보수동 헌책방거리, 대구 김광석거리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 골목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자원에서 문화자원으로 인정받았고 새로운 

트렌트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에게 골목은 감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골목은 통행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거주민들 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장소이다. 함께 

하는 이들의 삶과 기억, 흔적이 오롯이 반영되는 곳이다. 특히 과거 골목길은 아이들의 놀이터, 

이웃들의 사랑방 등 공통체적 공간이란 성격이 강했다. 2015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되었던 쌍문동은 과거의 골목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골목이란?

압축 성장과 개발 시대에 길은 자동차들이 장악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골목길은 자동차가 다

니기 어렵고 도보가 오히려 적당하다. 골목길은 자동차들에게 빼앗긴 길을 되찾은, 걷기의 즐

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다.

호기심이 많고 가치 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생)들에게 골목은 발

견의 장소이자 탐험의 공간이다. 미로 같이 연결되는 골목에서 마주하는 놀거리, 먹거리, 볼거

리, 살거리 등은 사진을 찍기 좋고 소비하기 좋은 곳의 다름 아니다. 낡고 오래된 골목에 옛 풍

경을 간직한 채 자리한 작은 가게는 색다른 풍경으로 기대하지 않은 우연을 선물하며 밀레니

얼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에게 골목이 특별한 이유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골목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입힌 동네들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

며 도시재생으로 확장된다. 익선동은 그 좋은 사례가 된다.

동쪽에는 종묘, 서쪽에는 인사동, 아래로는 종로, 위쪽으로는 창덕궁과 북촌에 둘러싸인 마을 

익선동. 이곳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던 근대식 한옥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동네의 55%가 한옥이다. 2004년 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2018년 익선동 일대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고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 젊은 

창업자들은 이곳에 들어와 오래된 한옥을 정비, 개조하면서 간판 없는 가게, 카페와 갤러리, 

비디오 타운과 오락실 등 개성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나갔다.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

들이 이곳으로 몰려 오며 비좁은 골목은 시종일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홍대와 성수동, 

핫한 골목의 대명사

한편, 골목상권 1세대였던 핫플레이스 홍대는 연남동과 동교동을 지나 서교동 카페거리, 상수

동 발전소길, 더 나아가 ‘망리단길’까지 확장되었다. 각각의 거리는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되면서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연남동은 2015년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이 생기면

서 활기를 얻었고, 골목 안쪽에 자리한 ‘동진시장’을 중심으로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창작품을 

판매하며 더욱 사랑받게 되었다. 일명 ‘망리단길’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은 ‘망원시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낮은 다세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망원동 포은로 일대에 청년들이 

모여들며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났다. 이곳의 골목은 특색 있는 가게들이 쭉 늘어선 것이 아니

라 곳곳에 간판 없이 숨어 있어 보물찾기 하듯 꼼꼼하게 살피는 매력이 있다. 

성수동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자랑한다. 지하철 2호선 뚝섬역부터 성

수역을 지나 성수사거리에 이르는 연무장길을 비롯해 성수역 2번

과 3번 출구 앞의 카페거리, 수제화거리, 뚝섬골목길 등이 명소로 

떠오른다. 제화업계 생산 공장이 속속 입주하며 국내 구두시장의 

메카로 평가됐던 성수동은 2000년 이후 중국의 값싼 제품들에 

밀려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2011년 50년 동안 정미소

와 창고로 쓰였던 벽돌 건물이 카페, 갤러리, 레스토랑 등으로 구

성된 복합문화공간 ‘대림창고’로 변모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

다. 공장 건물에 패션 디자이너 숍이 자리하는 등 낡은 공간은 핫

한 공간으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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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부활의 핵심, 

위치기반 서비스와 SNS

일반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과 주차시설, 대로변 중심의 평지 등이 주

요 요소였다. 하지만 골목은 주차시설도 없거나 협소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떨어진

다. 이러한 상권 형성의 공식을 깨고 골목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

한 ‘지도 앱’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공유 문화에 기인한다. LBS(Location Based Serviced: 위

치기반 서비스) 기술의 혜택과 SNS 세대의 성장이 골목을 살린 숨은 공로자가 아닐지.

맛집, 이색 볼거리 등 개인이 경험한 모든 것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

는 일은 이제 하나의 일상생활로 자리잡았다. 유명 블로거 등 소위 인플루엔서라고 불리는 이

들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자신도 따라하며 인증샷을 올리고 재공유한다. 특히 이러한 게시물

에서 평가와 위치 정보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롭게 업로드할 콘텐츠를 찾는

다. 이들은 골목골목 숨은 공간들을 찾아 다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위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장소 문 앞까지 데려다 주니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

도시재생의 

중심이 된 골목

한 개인이 불타버린 동네를 재건하기 위해 쓰레기를 주워다가 골목 곳곳에 붙인 게 예술작품

이 되어버린 광주 양림동의 펭귄마을, 피난민의 생활 터전이 만든 고지대 주거지가 관광자원

이 된 산복도로 아래 부산 초량 이바구길,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중심에 두고 문화공간이 생기

며 원도심의 부흥을 꿈꾸는 공주 제민천거리, 전통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며 새롭게 변화한 경

주 황리단길, 성벽 안에 문화예술이 흐르는 수원 행궁동 등은 모두 골목 부흥이 만들어낸 도시

재생 사례로 꼽힌다.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 좋고 매력적인 상업시설로 가득한 골목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지

만,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골목은 이렇게 고유의 정체성과 진정성이 있는 곳이다. 상점만 나열

되어 있는 골목들은 외면 받기 쉽다.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등을 찾는 이가 줄어

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도 있지만, 골목이 핫해지면서 대기업 브랜

드 상점들이 유입되어 골목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점차 잃어간 것도 문제다.

골목은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융합산업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 골목이 단지 상권으로

서가 아니라 도시문화를 생산하는 토양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골목의 특성과 개성

은 새로운 에너지와 결합해 전혀 다른 콘텐츠로 생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즐기기 위

해 모이는 수요자들은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소비한다. 그러하

기에 골목의 진화는 이제 도시 발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키워드로 꼽힌다. 누가 골목을 하찮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① 

홍대입구

홍대입구역에서 홍익대학교 정문까지 이어지

는 대로변과 그 이면도로로 맛집과 로드숍 등

이 즐비하다. 클럽데이와 이색 노래방 등이 자

리잡으며 신촌에서 홍대입구로 상권의 중심이 

이동했다.

② 

연남동/동교동 거리

경의선 폐철길 공원화 공사와 홍대지역의 편

리한 상권을 선호한 중국인 유학생 등의 유입

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홍대입구보다는 조

용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상권으로 평가된다.

③ 

서교동 카페거리

6호선 상수역 개통과 합정역 내 주상복합 개발 

등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나면서 홍대 주차장 거

리에서 단절되었던 상권이 서교동까지 확장되

었다. 특색 있게 리모델링한 건물에 특이한 콘

셉트의 상점이 입점해 있다.

④ 

상수동 발전소길

서교동 카페거리 형성 이후 조용한 주택가 골

목에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유입 인구가 증가

했다. 향후 인근 지역 발전소 공원화 계획 등으

로 제2의 연트럴파크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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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비스를 뒤흔드는 

혁신적 키워드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았다. 부동산 시장 및 관련 서비스도 예외

는 아니다. 이 와중에 ‘프롭테크’라는 낯선 단어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걱정은 금물이다. 

낯선 듯 해도 이미 접해본 적이 있다. ‘직방’, ‘다방’, ‘한방’ 등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방’자 돌림

으로 끝나는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누구나 한 번쯤은 보지 않았는가. 어렴풋한 짐

작대로다. 프롭테크의 출발은 ‘중개’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공인중개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전국 각 지역의 

전·월세 및 매매 시세, 매물 현황, 직간접 중개까지 두루 아우르는 공인중개사 대리 시스템. 이

것이 프롭테크의 초창기 모델이다. 공인중개사와 해야 할 일들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할 

수 있기에 편리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았지만, 공인중개사의 기본 업무를 그대로 답습한

다는 점에서는 사실 딱히 새로울 게 없었다. 결국 문제는 ‘서비스의 혁신’이었다.

이제 프롭테크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의 범주를 넘어 기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

스로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 및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돕는가 하

면, 감정 평가·임대 수익 관리·금융사와의 연동·부동산 프로젝트 기획 지원 등 부동산과 관련

된 대부분의 업무를 보다 새롭고 한층 편리한 접근법으로 풀어낸다.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3D 인테리어를 형상화하고, 건물의 공정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드론을 띄운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서비스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기도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서비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탄생했으며 그 이상의 부동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IT로 한층 
똑똑해진 부동산

프롭테크
PropTech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FinTech)에 이어, IT와 부동산을 접붙인 

‘21세기형 부동산 서비스’ 프롭테크(PropTech)가 주목받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고품질의 개별 맞춤형 

종합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저렴하게 선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롭테크의 진정한 미덕이다.

PROP
TECH

FIN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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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밖에서 

날개 펼친 프롭테크

프롭테크는 해외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다. 영국 런던 북부에는 영국토지등기소와 국립지

리원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유 사무실 ‘지오베이션 허브(Geovation Hub)’가 있다. 영국은 이

곳을 통해 프롭테크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타트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

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과도 남다른데, ‘퀄리스 플로(Qualis Flow)’라는 스타

트업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개발 공

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예측·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주변 피

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런던의 또 다른 스타트업 

‘스카이룸(Skyroom)’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런던 시내 건물의 개발 가능한 옥상에 조립

식 주택을 짓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중이다. 스카이룸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 63만 

채의 새집을 지을 수 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카이룸은 런던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심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에 있는 ‘버디그리스(Verdigris)’라는 회사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건물 에너지 관리 체

계에 접목, 산업 시설이나 사무용 빌딩의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 다른 미국 프롭테크 스타트업 ‘오픈도어(Opendoor)’는 주택 가격 평가 플랫폼을 바

탕으로, 주택 매입 고객에게 대출·보험 등의 제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9월, 

일본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설립 4년 차에 불과한 이 기업에 무려 4억 달러(4,500억 원)

을 투자한다고 발표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 오픈도어의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2조 

3,000억 원)에 육박한다. 프롭테크의 밝은 내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IT 강국’의 프롭테크는 

이제 시작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IT 선진국이지만, 프롭테크를 포함한 IT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는 불행

히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많은 청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다

양한 프롭테크 서비스가 하나둘 세상에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지 개발 솔루션 ‘랜드북(Landbook)’은 현업 건축가들이 만

들었다. 개인이 특정 토지를 개발하려 할 때 모든 제반사항을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엘비스(Lbis)’가 해당 토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필지를 찾아 다양한 개발 정보와 예상 비용 및 수익을 알려준다. 

한편 ‘밸류맵(Valuemap)’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지·단독·다가구·다세대·상가·공장 등

의 가치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땅과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와 지역 규제가 제

각각이다. 밸류맵은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위에 표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인근 매매 

사례, 시세 변화 등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링크하우스(Linkhouse)는 임대 관리 어플리케이션 ‘홈버튼

(Homebutton)’을 서비스하고 있다. 세입자의 월세 입금 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미납한 경우 

세입자에게 입금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세무·법률 등 관련 행정업무 처리와 청소·세탁·인테리어 등의 생활 서비스도 두루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시대를 선도하려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프롭테크는 아직 갈 길이 멀

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더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프롭테크의 약진을 기대하는 이유다.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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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관리에 더해진 빅데이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왜 자비를 들여서 내비게이션 앱을 만들

고, 이를 무료로 배포할까.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왜 치약 하나도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것일까. 사실 알고 보면 이들의 IT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공

하는 각종 정보가 고스란히 해당 기업의 빅데이터 중 일부로 활

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신사들은 사용자들의 이동 데이터

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여행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소셜커

머스에 모인 구매 데이터는 지역·연령·성별·성향별로 분류되어 

보다 효과적인 타깃 마케팅을 펼치는 데 쓰인다. ‘e나라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같은 기업의 생리를 전하는 이유는, 

오늘날 빅데이터가 얼마나 커다란 가치를 지니는지를 짧게나마 

설명하기 위함이다.

e나라재산이 생기기 전에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토교통

부·우정사업본부·산림청·조달청·한국자산관리공사·철도시설

공단 등 8개 국가기관이 각 분야의 국유재산을 각기 다른 시스

템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

으려면 각 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데이터

가 각 기관 시스템에 맞춰 따로 저장돼 있었고, 실시간 연동이 

안 되다 보니 데이터가 다른 부분도 존재했다. 무엇보다도 각 기

관 시스템 내에 각자의 데이터는 차곡차곡 쌓일지언정, 전 국유

재산을 아우르는 이른바 ‘국유재산 빅데이터’ 구축은 꿈꿀 수조

차 없었다.

지난 2015년 8월 27일 전체 서비스를 오픈한 국유재산 포털 

e나라재산은, 앞서 언급한 국유재산 빅데이터 구축 문제를 해결

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각 기관의 데이터를 통

합하고 불필요한 중복 자료는 가지치기하여, 국유재산에 대해 

알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나라재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빅데이터가 

있어야 이를 다양하게 분류·분석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포털 

‘e나라재산’도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른다. 유관기관이 각각 관리하던 

국유재산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으고, 

여기에 공간정보를 더함으로써 

나라 재산의 관리와 활용을 한층 

편리하게 만든 것이다.

이 나라
재산,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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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로 진일보한 e나라재산

e나라재산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해 공간

정보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은 크게 토지·건물·교량·

댐·수목·선박·항공기·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대

부분은 지도 위에 놓고 봤을 때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위치·면적·개발 범위 등이 글로 적혀 있는 토지대장보다는 

인공위성·항공기 등으로 수집한 지형 데이터가 훨씬 더 현실적으

로 다가오고, 실체를 확인하는 데도 용이하다. 그렇다고 전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전자에 후자가 더해지면 그 가치가 

한층 배가된다는 의미다.

e나라재산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이 국

내외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를 주로 이용했지만, 이러한 방

법으로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

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e나라재산 개발을 맡은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업무에 특화된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 e나라재산에 

탑재했다. 이로써 업무 담당자들과 사용자들은 한층 즉시적인 

국유재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나라재산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은 항공사진 등의 실

사 데이터와 함께 행정 경계·건물 정보 등을 두루 표시한 도형 

데이터 및 속성 데이터를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항공사진 위에 행정 경계·건물 정보·국유재산대장 정보 등을 

모두 겹쳐서 볼 수도 있고, 각각을 따로 떼어내어 필요한 부분만 

확인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e나라재산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부터 분기

별로 공간정보 52종을 받아 꾸준히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있다.

.

혁신적 국유재산 IT 서비스를 상상하다

e나라재산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내실을 더해 가고 있다. 과

거에는 항공사진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비행기를 띄우거나 인공위성을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지

금은 드론 하나만 띄워도 국유지 무단 점용 등을 빠르고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다. 각 포털 사이트가 사용 중인 로드뷰 기술을 

활용하면 골목골목의 변화상을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다. 이 같

은 기술들을 통해 e나라재산의 국유재산 정보 제공 서비스가 점

점 더 쓸모 있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e나라재산의 서비스가 앞으로도 무궁무진

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빅데

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핀테크(FinTech)·프롭테크

(PropTech)처럼 혁신적인 국유재산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e나라재산은 이미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 등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

는 여지를 곳곳에 마련해 놓았다. e나라재산의 성장을 상상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국유재산에 관심이 있다면, e나라재산에서 이 

나라 재산 938조 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나라재산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은 

항공사진 등의 실사 데이터와 함께 행정 경계·건물 

정보 등을 두루 표시한 도형 데이터 및 속성 

데이터를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핀테크(FinTech)·프롭테크(PropTech)처럼 

혁신적인 국유재산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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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의 중심, 공간정보
초연결·초정보화 사회로 향해가는 지금, 공간정보는 모든 의사

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알려주

는 내비게이션은 물론 VR과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최근 화두

가 되는 기술은 모두 공간정보를 기초로 한다. 한국국토정보공

사는 오랜 시간 공간정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공간정보

의 미래 컨퍼런스 2019’는 그간의 연구와 성과, 나아가 앞으로

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간정보 관련 산업

계, 학계, 연구계가 한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디지털 

지적정보 체계는 기존의 지상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지

하와 실내의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관리 방식으로 전면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 지적정보 관리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정보와 융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러한 

성과물을 토대로 국토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강

조하며 “국가 시범도시에 공간정보가 적용되어 보다 혁신적인 

미래를 그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riter. 황정은(자유기고가)  photo. 안용길

앞으로 디지털 지적정보 체계는 기존의 

지상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지하와 실내의 정보를 아우를 수 있는 

관리 방식으로 전면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기존 지적정보 관리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정보와 융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공간정보의
미래를 
논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는 지식과 기술의 근간이 바로 

공간정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미리 읽고, 그동안 

축적한 공간정보 연구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전략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월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열린 ‘공간정보의 미래 

컨퍼런스 2019’의 뜨거운 현장으로 

초대한다.

‘공간정보의 미래 컨퍼런스 2019’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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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첫 번째 세션인 ‘국토정보 미래전략’은 두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순서로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박사는 ‘국토정보 플

랫폼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간정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

기했다. “공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욕망과 연결 지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는 공간정보의 의미가 그저 들여다보

는 곳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실제로 액

티비티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설명하고, “공간정보 연구가 현

실공간을 모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나아

가 실제공간과 가상을 융합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

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한 

사공호상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CPS를 통해 물리적 작업 환경과 사이버 환경이 IoT에 의해 결

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사회’ 

역시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스마트시티를 작동케 하

는 플랫폼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순서로 서형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사무관은 ‘국가공

간정보 정책방향’을 주제로 2019년에 추진될 국토교통부와 국

토지리정보원 업무를 정리해 발표했다. 서형우 사무관은 ‘가치

를 창출하는 공간정보의 생산’, ‘공간정보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현’이라는 세 가

지 방향성 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공간정보의 핵심, 플랫폼
이날 참가한 많은 연구자와 전문가들은 미래 공간정보 연구의 

핵심으로 ‘플랫폼’을 강조했다. 물리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데

이터를 사용자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플

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를 가공 및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며 다양한 액션(Action)을 취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현곤 공간정보연구원 원장은 ‘공간정보의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주제를 통해 플랫폼으로서의 공간정보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고민해야 할 사안을 이야기했다. 김 원장

은 “과거에는 ‘지리정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것”이라며 “이는 

‘지능공간’ 안에서 이뤄지는데 지능형 정보공간의 플랫폼이 만

들어지면 현실세계와 거의 흡사한, 마치 쌍둥이 같은 공간이 만

들어져 실시간으로 상황 인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라

고 전망했다. 즉 플랫폼 기반 위에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공간

정보 이해와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다가올 시대를 위한 연구
두 번째 세션인 ‘공간정보 연구성과’는 김현곤 원장 외 여섯 발

제자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정동훈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

실 수석연구원은 ‘LX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 증대방안’이라

는 주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방향과 전

략,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전달했다. 특히 빅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LX 빅데이터 플랫폼을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으로 전환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개선방향과 

확대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조국 공간정보연구원 융복합연구

실 선임연구원은 ‘통합고정밀 디지털지도기반 자율주행 실증’

에 대해, 이인수 공간정보연구원 융복합연구실 수석연구원은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제를 이어

갔다. 잠깐의 휴식시간 후에 김진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국토 센서스를 위한 지목체계 개편방안’을, 이세원 

공간정보연구원 융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국토이용정보체

계 구축계획의 수립과 활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연구원 연구기획실 이민형 팀장은 ‘산학협력 R&D사업 추진현

황’을 공유함으로써 이날 컨퍼런스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현재는 물론 앞으로 공간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 

그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구

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 

김현곤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LX는 실용적 연

구를 통해 가치창출과 문제해결, 공간정보 산업성장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과거에는 ‘지리정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것이다. 이는 ‘지능공간’ 안에서 

이뤄지는데 지능형 정보공간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현실세계와 거의 흡사한, 마치 

쌍둥이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 실시간으로 상황 

인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다.

과거에는 공간정보의 의미가 

그저 들여다보는 곳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실제로 액티비티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공간정보 

연구가 현실공간을 모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 나아가 실제공간과 가상을 

융합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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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간정보 사업을 계획하다

처음 ‘4S Mapper’란 회사 이름을 들으면 이곳이 무슨 일을 하

는 곳인지 궁금해진다. 이승호 대표는 ‘Smart Spatial Service’

를 목표로 다양한 ‘Special technology’를 적용한 클라우드 플

랫폼을 제공한다는 회사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이름이라고 

설명을 덧붙인다. 4S Mapper는 공간정보 기반의 영상 처리와 

분석에 드론과 머신러닝을 접목해 도로포장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 대표는 위성영상을 

이용한 처리와 분석 프로젝트를 20년 이상 수행해온 공간정보 

분야의 베테랑. 그가 드론과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신규 사업

을 시작한 배경에는 기존 위성영상 사용권의 한계가 있었다.

“오랜 기간 외국에서 관련 실무를 맡아오다가 몇 해 전 한국에

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영상은 제가 해당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영상에 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추가 비용을 계속해서 지

불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사업 활용 범위에 제약이 많았

습니다. 그래서 위성과 항공을 넘어 드론으로 영역을 확장했어

요. 덕분에 저희에게 소유권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더욱 다양

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 위 위험요인에 집중

4S Mapper는 드론과 항공 장비로 촬영한 공간정보를 머신러닝

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하고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제

공한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적용 분야는 다름 아닌 매일 

차량이 오가는 도로다. 흔히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

전자의 과실이나 차량과 차량의 접촉 등으로 일어난다고 생각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또 있다. 바로 소리 

없이 발생하는 도로의 균열과 도로 위에 발생한 작은 구멍인 포

트홀(Pot hole)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포트홀만도 일반국도 26만 931건, 고속도로 10만 2,294건에 달

하고, 이 기간 중에 포트홀로 인한 사고 역시 1,653건에 달했다. 

서울시에서도 도로 균열이나 포트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이다. 사실 인구가 밀집한 도심의 경우, 기후 

변화와 한계에 도달한 교통량 등으로 인해 도로 관리가 쉽지 않

은 게 현실이다.

“기존에도 도로 균열과 포트홀을 감지하는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전용 센서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갓길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했죠. 전용 센서는 자체 가격도 높지

만 차량이 여러 차선을 하나하나 다녀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10차선이라면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죠. 반면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갓길에서 

사고를 입은 사례도 많고요. 하지만 드론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

용하면 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도 줄

일 수 있죠.”

무선전파로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무인 비행기인 드론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다. 한때는 군사용으로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취미용으로 

쓰일 정도로 대중화된 드론. 4S 

Mapper는 드론 보급에 힘입어 

이 기기를 활용해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머신러닝과 결합,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첨단 기술과 
기기로 

보다 앞선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다

4S 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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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미지 제거 전과 후

드론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솔루션 개발

도로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래서 4S Mapper는 정보 

취득의 효율성을 높여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했다. 대안은 드론과 머신러닝이었다. 드론을 활용하면 도로 

전 차선은 물론 양방향을 한번에 촬영할 수 있어 차선별로 데이

터를 취득해야 했던 기존 장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머신러닝을 접목해 수많은 촬영 데이터를 조합하고 각 부분에 

차량이 지나가지 않은 부분만 재조합해 마치 빈 도로를 촬영한 

것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4S Mapper가 개발한 도로 유지 관리 솔루션은 도로 위 차량 

이미지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제거해 차량에 가려져 있던 도로 

위의 균열이나 포트홀 등의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비스입

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도로의 안전지도 제작뿐만 아니라, 앞으

로 도입될 자율주행차의 시뮬레이션 지도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스마트화 되어가는 도시 관리에도 유

용하다. 빅데이터를 접목해 각종 시설물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

고, 이를 바탕으로 상태 기반 관리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 기존 시스템과 통합, 연계도 가능하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

드론이 대중화된 만큼 이제 공간정보 취득의 장벽도 낮아졌다. 

하지만 이승호 대표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다. 누

구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한 것. 4S Mapper가 개발한 ‘DaaS(Drone as a Service) 

Pano 3D’는 드론으로 촬영한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클라우

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해 각종 모바일 기기 및 

컴퓨터 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으로 전문가 

플랫폼인 ‘DTM(Drone To Mapper, Drone Traffic Mapper) 

AI’는 알고리즘 성능을 높여 공개할 예정이며, 딥러닝 기반의 

시설물 상태 진단 시스템인 ‘DD(Deep Diagnostics)’ 역시 조

만간 선보이려고 한다. 4S Mapper는 관련 기술을 지난해 6월 

독일에서 열린 CeBIT 2018에서 선보여 호평을 얻었으며, 지난 

2월 CES 2019에서 정식으로 공개했다. 서울시와도 지난해 협

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어가는데요. 4S 

Mapper가 모든 장소를 촬영할 순 없으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분들이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

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촬영자도 자신이 찍

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어요.”

장소의 제약을 넘어 세계인과 협업한다는 구상을 지닌 만

큼, 실제 회사 업무도 공간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다. 필요

할 경우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4S 

Mapper는 자율출퇴근제를 지향한다. 이처럼 눈에 드러나는 

외형보다 실질을 추구하며 더욱 효율적인 공간정보 확보에 몰

두하고 있는 4S Mapper. 앞으로는 이렇게 확보한 공간정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니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2

DaaS P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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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시대, 모든 길은 
공간정보공학으로 통한다

최첨단을 여는 키워드, 공간정보

공간정보는 단순히 지리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삶과 

생활의 총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부

터 구글어스 같은 3차원 영상지도, 더 나아가 우주 탐사에 이르

기까지 공간정보를 두루 활용한다. 더불어 공간정보는 국가 인

프라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공간정보는 

측지와 지적 등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산업에 기반을 두고 성장

했으며 현재는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

로 꼽힌다.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학과장 이임평 교수는 앞으로 공간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리라 전망한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이 거세지면서 융복합 제품과 기술, 서비스에 있어 공간정보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왔다.

“지금은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당연하게 사용하지만, 2006년 

학과 명칭을 개편할 때만 해도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습

니다. 1997년 학과 설립 당시에는 지적정보학과로 이름을 붙였

지만, 그 의미가 협소해 명칭 개편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습니다. 

장기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간정보공학과로 이름을 바꾸

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간정보’가 이 분야를 대표하는 용어

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공간정보 전문가 양성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정보 전문가들이 재교육을 받으러 찾는 곳으로

도 유명하다. 학부 과정은 물론 일반대학원, 도시과학대학원에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과 연

계해 여러 기업 및 기관과의 계약학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

문이다.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

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에 도

움을 얻는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과 시장의 성장은 전통적인 공간정보 분

야 구성원에게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이기도 합니다. 융복

합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와 다른 분야가 협력함과 동시에 경쟁

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서울시립대 공간

정보공학과는 이러한 현황과 전망을 고려해 공간정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공간정보공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공간정보공학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꼽힌다. 따뜻한 햇살 가득한 봄날, 꿈과 희망 가득한 미래의 공간정보공학자들을 만났다.

장기간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간정보공학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간정보’가 이 분야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잡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배우고 익히니 좋지 아니한가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운영하기 어

려운 전공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장 견학을 마련해 육상과 해상에 대한 

공간정보 관리 실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느덧 19회를 

맞이한 졸업작품전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국토엑

스포 행사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국토엑스포는 우리

나라 지리정보 시스템의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GIS와 관련한 국내 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국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간정보공학 발전에 꾸준히 

이바지해왔다.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 과제를 통해 무인항공

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공중 자료를 획득하는 드론 매핑(Drone 

Mapping)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 프로젝트를 통

해 드론 매핑의 세계적인 대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아

민 그루엔(Armin Gruen) 교수를 알게 되어 현재까지도 학문적

으로나 기술적으로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시립

대 공간정보공학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개발한 라이브 드론 

맵(Live Drone Map) 솔루션의 경우, UN 평화유지군 캠프의 감

시와 정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브 드

론 맵은 실시간으로 전송된 영상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절대좌

표를 지닌 영상지도로 변경한다. 2017년에는 UN 물류센터를 방

문해 실제 시연도 마쳤다.

“공간정보를 생성하려면 항공영상 같은 센서 데이터가 필요합

니다. 카메라를 포함한 다양한 센서를 항공기나 위성, 차량 등 

여러 이동 플랫폼에 탑재해 데이터를 취득해야 하죠. 최근에는 

드론을 주요 이동 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낮은 고도에

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면서도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까지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는 기술의 빠른 진화 속도에 발맞추

어 커리큘럼 역시 섬세하게 발전시켜가고 있다. 교과 측면에서

는 공간정보 고유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고 비교과 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품

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간다. 앞으로도 국제

적 수준의 기술 습득과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서울시립대 공간

정보공학과. 이곳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핵심 

인재들이 더욱 풍성하게 배출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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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를 생성하려면 항공영상 

같은 센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포함한 다양한 센서를 

항공기나 위성, 차량 등 여러 이동 

플랫폼에 탑재해 데이터를 취득해야 

하죠. 최근에는 드론을 주요 이동 

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면서도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운용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에서는 지리정보체계를 비롯해 공

간·비공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교통정보체계, 

측량/측지/GPS/GNSS, 사진측량/원격탐사 등을 두루 교육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8명의 교수진이 긴밀하게 협력

하며 융복합 지수를 올려가는 중이다. 국내 대학에서 공간정보

공학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꼽을 때 단

연 첫 번째로 꼽히는 이유다.



보다 스마트한 
재난 예측과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날로 발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듯하다. 오히려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태풍,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위험은 커져만 간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공간정보를 이용한 재난 예측과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정보 통계적 분석기술 기반 큐레이션 

개발(지진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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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통계적 분석기술 기반 큐레이션 개발
지진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1.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 플랫폼의 지방자치단체 활용 확산 및 정책반영을 위한 방안 마련

2.  지역별 재난정보 분석·공간시각화·표출방안 및 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3.  지진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 및 가시화를 통한 상황 모니터링 지원

연구 내용

1.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에 따른 활용 지원 체계 마련

    가.  재난 발생 시(지진) 신속한 피해현장 파악을 위한 환경·지형정보 분석·관리 기술개발

     나.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2.  사용자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 체계 구축Ⅰ(지진상황 발생 시 재난대응 단계별)

    가.  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업무 프로세스 기반 필요 공간정보 군집화 및 시나리오 기반 표출

    나. 재난대응 단계별 맞춤형 재난정보 큐레이션

3.  사용자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 체계 구축Ⅱ(공간 규모 및 지역별)

    가.  재난 발생 이력 및 실시간 기상정보를 연계한 위험 알람 기준 설정

    나.  미세 기상정보 표출시스템 가시성 확장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연계 확대

     다.  화학사고, 산불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미세 기상정보 활용방안 수립

주요 연구 결과

1.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업무 지원

2.  미세 기상정보 전국망 연계·구축 및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을 통한 활용성 증대

3.  지진 발생 시 현장분석을 통한 지진현장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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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원격지원기술), 화면 캡처, 오픈 API 기반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을 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텍스트 기반의 역사지진(歴史地震)부터 계기관측 지진정보 및 

지진통보문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DB로 구

축했다. 지역, 날짜, 규모 등 검색 조건별로 지진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 효과를 도입해 발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시

각적으로 다양화했다.

실제 지진 발생 시,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 화면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람이 전송된다. 사용자가 알람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업무 분석을 통해 설계된 지진 시나리오 

대응 단계에 따른 레이어 메뉴가 자동으로 표출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을 대상으로 공간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공간 분석은 반경에 따른 버퍼·

교차로 진행되며, 반경은 지진·지진해일 발생 시 송출되는 기

상청의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지진 대응을 위한 기초 환경인 지진대피소, 지역별 인구, 

건축 정보가 도표 및 그래프로 제공되며 지도 위에도 표출된

다. 그 외에도 주변 CCTV 영상, 교통 돌발상황 및 지진으로 인

한 산사태, 화재와 같은 2차 피해 유발인자에 관한 정보도 제공

하고 있다.

시스템 관리자가 지진 특별재난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입력

할 수 있으며, 선포시각과 해제시각을 함께 입력해 해당 기간 

동안만 지도 위에 표출되어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

다. 재난대응을 위한 상황관리에서 현장정보의 수집은 매우 중

요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지 조사자가 간소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 및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파일의 다중 선택 및 메타데이터

를 이용한 위치정보 자동입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으며 엑셀 

및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과거 발생한 재난을 통해 현재 및 미래에 발생 가능한 재

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향후 피해를 예측할 수 있다. 따

라서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의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통계 분

석을 수행해 사용자들이 해석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특히 재난 

발생 당시의 관련 뉴스정보 및 기상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

도록 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재난에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흩어져있는 

재난정보를 수집·연계·표출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해 상황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련 콘텐츠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큐레이션’이란 본래 예술 작품의 수집과 보존, 전시를 지칭하

였으나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되어 여러 정보를 수집 및 선별하

고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파하는 것을 통칭한다. 현재

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스마트형 실시간 재난현장정보 공

유기술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유관기관으로부터 재난정보를 수

집·연계해 왔다. 그 과정 중에 재난정보를 전자지도에 기반해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유용한 정보를 간편하게 찾기 

어렵다는 점 등 사용법의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이에 ‘공간정보 통계적 분석기술 기반 큐레이션 개발 연구’는 

수집한 정보를 공간정보로 변환해 지도 위에 표출하고 의사결

정을 하는데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를 선별해 분석을 수행

함으로써 재난상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부

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 웹페이지를 통해 구현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재난대응단계

별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에 필요한 재난정보를 선별하는 한편 

법제도, 유관기관 매뉴얼,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해 지진 

관련 정보를 위치기반, 이력관리 가능여부, 활용도를 기준으로 

정제 및 분류했다. 이렇게 엄선된 재난정보를 DB로 구축하고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통해 통계 분석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를 위치기반으로 표출하고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를 수행했다.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은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재난정보의 수집·표출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상황관리 고도

화 방안 연구를 수행해 완성했다. 오픈 GIS 소프트웨어를 기반

으로 해 공간정보의 생성·변경·관리를 위한 플랫폼 형태로 구축

되어 시스템 사용자 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는 물론, 기능적 동작 

공간분석을 통한 피해 예측 및 
대응정보 제공

지진 발생 초기 
알람 제공

재난발생 현황 및 
복구정보 관리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공간정보 
큐레이션이란?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소개

다각도의 
공간분석 정보 
표출

지진발생정보 
모니터링

평시 재난
발생

대응
정보

복구
정보



태풍,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화

학물질 유출 등의 사회재난에서의 상황대

응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기상정보 

활용성이 매우 크다. 기상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아마

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 외에 추가적

으로 산림청, 농촌진흥청의 AWS 정보를 수집하고 GIS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turf.js의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역거리

가중법) 함수를 적용해 실시간 바람지도 및 격자기반 히트맵을 

기상 요소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미세기상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잭나이프 방법을 적용했으며 현

장조사를 병행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간보간기법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상관측정보의 경

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 AWS의 2000년 이후 정보를 수집

해 평년정보를 집계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하고 모듈을 

구현해 DB로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 재난상황관리시스템은 지진 이외

의 재난 유형으로 태풍, 호우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어 

기존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신규정보 생성·변경·관리가 용이하

며,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수집 및 위치기반 표출 체계를 마련함

으로써 상황판단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태풍 솔릭 발생 당시 긴급재난정보 매핑 지원 경험을 통

해 재난현장정보 수집에도 활용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재난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수행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피해 예측 및 긴급 판단 기술

개발이 수행된다면 재난상황 모니터링을 넘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상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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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력 기반 상황판단

재난 발생 이력 달력 주요 재난 발생 일지재난 발생 이력 정보와의 통합

의사결정 지원

▹발생 건수

▹인명/재산 피해

▹주요 재난 발생 일지 

▹인명/재산 피해

향후 
발전 방안

미세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재난상황 지원

과거 발생 이력 기반 재난상황 모니터링
미세기상정보 활용
공간보간기법 고도화

▹기상청

▹국토교통부

▹산림청

▹농업진흥청

▹지방자치단체 강우/수위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기온

▹강우

▹습도

▹풍속

▹적설

▹바람장

기상관측지점 
기준 정보 제공

단순 기상정보 
제공

전국 기반 기상 
인자별 정보 제공

격자 기반 
공간보간 기상정보

현장조사를 통한 

공간보간된 값의 검증

기상보간(IDW)을 

통한 전국 기상관측

정보 제공

재난
연감

뉴스
정보

재해
연보

기상
정보

뉴스
정보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정보제공 
기관 기준

기상관측 
인자별



미국의 
공간정보법 
2018 요약
The Geospatial 

Data Act of 

2018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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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법’의 태동  
▼

114대, 115대 하원 활동 기간 중, ‘공간정보법’이라는 이름을 

단 여러 개의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된 바 있다. 하원은 

114대 하원 활동 기간 중 발의된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2018년 9월에 발의된 2018 공간정보법안은 ‘H.R. 302 the FAA 

Reauthorization Act of 2018 법안 7조 F항’에 포함되었다. 2018

년 10월 3일에 하원은 H.R. 302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

은 같은 해 10월 5일에 P.L. 115-254를 최종 승인했다.

연방정부는 1990년부터 공간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좀 더 체계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990년에 기획예산

처는 연방 공간정보위원회(FGDC)의 설립과 데이터의 활용과 

공유, 공간정보의 국가적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측

량, 지도 제작 및 기타 관련 공간정보 활동을 조율하는 ‘Circular 

A-16’을 개정했다.

  In the 114th and 115th Congresses, several bills entitled 

the Geospatial Data Act were introduced in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Congress did not act on legislation 

introduced in the 114th Congress; however, in September 2018, 

a version of the bill, the Geospatial Data Act of 2018 (GDA), was 

included in H.R. 302, the FAA Reauthorization Act of 2018, as 

Subtitle F of Title VII. Congress passed H.R. 302 on October 3, 

2018, and President Trump signed it into law on October 5 as P.L. 

115-254.

The federal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need to organize 

and coordinate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geospatial 

data since at least 1990. In that year,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revised Circular A-16—which provides 

guidance regarding coordination of federal surveying, mapping, 

and related spatial data activities—to establish the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FGDC) and to promote the 

coordinated use, sharing, and dissemination of geospatial data 

nationwide. 

지난 2018년 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간정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정보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공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중앙부처의 부재가 오랜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2015년 관련 법안의 초안이 

발의되었다. 당시에는 정부와 민간, 학계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오랜 논의를 통해 모두 찬성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공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중앙부처를 수립, 부처 간의 

비효율성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혁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프레임워크 
제시

공간정보 데이터의 
효율적인 구축, 유지, 

공유를 위한 



‘공간정보법’의 탄생
▼

공간정보법은 기존의 많은 구성 요소들을 명문화하거나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장함으로써 ‘OMB Circular A-16’의 일정 부분

을 코드화한다.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위원회를 존속하게 하며 

이번에 통과된 법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기

업(비영리조직과 대학 포함) 사이에서 공간정보의 공유를 촉진

하는 기술, 정책, 기준, 표준과 고용원들을 포함하는 국가공간정

보인프라(NSDI)를 수립하는 목표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The GDA codifies aspects of OMB Circular A-16, 

authorizing many of its existing components and modifying 

or expanding upon other aspects. The GDA continues the 

FGDC and supports the goal of creating a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defined in the new law as “the 

technology, policies, criteria, standards, and employees 

necessary to promote geospatial data sharing throughout 

the Federal Government, State, trib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nonprofi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공간정보법은 하원의 감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연방기구의 특정 공간정보 이슈 또는 주제에 대해 성과보고

를 의무화했다. 또한 공간정보위원회는 각 연방기구가 공간정보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평가 및 요약을 하도록 했다.

연간 평가 및 요약은 반드시 국가공간정보자문위원회(NGAC: 공

간정보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제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에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간정보법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공간정보위원회 연방기구의 실적을 평가해 요약한 자료와 평가

에 대한 국가공간자문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한 각 

연방기구의 답변을 하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The GDA adds a number of congressional oversight 

components. For example, it adds a requirement for annual 

performance reporting from each of the federal agencies 

responsible for a specific geospatial topic (or theme), and it 

requires the FGDC to conduct a summary and evaluation of 

each agency in fulfilling the responsibilities listed in the GDA. 

The annual summaries and evaluations must be made available 

to the National Geospatial Advisory Committee (NGAC, 

charged with providing advice and recommendations to the 

FGDC). Further, the law requires the FGDC to make available to 

Congress, not less than every two years, a report summarizing 

and evaluating agency performance, comments from the NGAC, 

responses to those comments, and responses to comments 

from the responsible agencies themselves.

공간정보 관련 활동, 즉 정보를 얻고 관리하고 공유하고 사용하

는 활동 관련 연방정부의 지출은 하원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

한 이슈다.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기구는 매년 예산 제

출 시 공간정보 활동 관련 목록을 만들고 관련 자산을 평가하도

록 공간정보법을 의무화했다.

공간정보법은 하원이 각 담당기구가 공간정보 관련 활동 예산

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서 각 담당기구의 기

여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정보는 하원이 기획예산처(OMB) 

국장(연방 공간정보위원회 부위원회장)에게 예산 관련 일정에

서 각 기구의 공간정보 관련 지출이 예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One long-standing issue for Congress has been the cost 

of geospatial activities to the federal government—namely, what 

it costs to acquire, manage, share, and use geospatial data. To 

help address that concern, the GDA requires the responsible 

federal agencies to inventory and assess their geospatial data 

assets as part of their annual budget submissions. 

The GDA potentially could illuminate for Congress how each 

responsible agency budgets for its geospatial activities, which 

may allow Congress to better evaluate what portion of agency 

appropriations contributes to the federal geospatial enterprise. 

This information could enable Congress to query the Director of 

OMB (the vice-chairperson of the FGDC), about the budgetary 

implications of agency expenditures on geospatial-related 

activities in each budget cycle.

이전 하원 의원도 공간정보를 조율하고 지역, 카운티, 주 레벨에

서 국가 레벨 사이에 서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했

다. 하지만 공간정보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에서 공간정보를 조율하고 공유하는 모든 노력을 책임졌다.

관련 이해 관계자들은 연방정부 기관 간에 그리고 연방정부, 지방

자치단체, 주 정부기관, 사기업 및 학교들이 공간정보를 좀 더 잘 

정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

다. 이런 문제를 관찰해 오던 사람들과 일부 이해 관계자들은 공

간정보법이 미국 행정부의 공간정보 활동 조율의 범위를 넓히고 

효율을 높여 공간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된 중복 진행 사업을 줄여 

궁극적으로 세수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Past Congresses have recognized the challenge of 

coordinating and sharing geospatial data from the local, 

county, and state level to the national level and vice versa. Until 

enactment of the GDA, however, the executive branch had led 

nearly all efforts to better coordinate and share geospatial data 

within the federal government.

Stakeholders have long recognized the need to better organize 

and manage geospatial data among federal agencies and 

among the federal government, local and state authorities, the 

private sector, and academia. Some observers and stakeholders 

have commented that the GDA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the 

extent and efficiency of executive branch agency coordination 

of geospatial activities and thus to help minimize duplication of 

effort in acquiring and using geospatial data, saving taxpayers 

money. 

하지만, 공간정보의 관리와 공유에는 항상 중복된 노력이 불가

피하게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거대한 정부 시스템 안에 공간정

보가 포함된 정부 정보와 관련된, 중복되는 노력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공간정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어려움에 있어 행정부의 비대한 

크기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는 주장

도 있다. 다른 행정부 조직의 하는 일에 비해 측량과 지도 제작

을 하는 활동은 중복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성질이 원래부터 

있다는 것이다.

  However, it could be argued that some level of duplication 

of effort, and of inefficiency in the management and sharing of 

geospatial information, will always exist across a vast federal 

bureaucracy in which a major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has 

some geospatial component. 

It also could be argued that the size of the federal bureaucracy 

is only one factor contributing to the challenges of organizing 

and managing geospatial data; surveying and mapping activities 

themselves are prone to duplication of effort among the different 

missions and goals of the execu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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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AM 2019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Theor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일시: 5월 3~5일

장소: 그리스 크레타 이라클리오

홈페이지: http://www.gistam.org

Geomedia 2019
An Interdiscipl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일시: 5월 7~10일

장소: 스웨덴 칼스타드

홈페이지: http://geomedia.se/conference/2019

EUGEO 2019 
7th EUGEO Congress in conjunction 

with the 51st Conference of Irish Geographers

일시: 5월 15~18일

장소: 아일랜드 골웨이

홈페이지: https://www.eugeo2019.eu

GeoData Forum
Geospatial technology : shaping the future

일시: 5월 21~22일

장소: 영국 런던

홈페이지: https://www.geobusinessshow.com

ISPM Conference 2019
International Society of Participatory Mapping

일시: 6월 17~19일

장소: 핀란드 헬싱키

홈페이지: http://ispm-conference.com

도시로 읽는 조선 : 공간을 통해 본 우리 역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l 글항아리 l 2019년 3월 22일

▼

이 책은 역사 흐름이 새겨지는 장소로서의 공간을 이야기한다. 특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공간’은 시간이 흘러 ‘장소’로 변모하고, 사는 이들의 애정이 스며든다. 시간의 상흔과 삶의 족

적이 각인되는 것. 이 책에서는 한반도라는 지리공간을 분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시들이 어

떻게 역사 속의 특별한 장소가 되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언제나 첫손에 

꼽히는 한양을 시작으로 전통 문화의 ‘보고’인 전주, 천혜의 자연을 품고 조선의 학자들을 키

워낸 변산, 살아 있는 신화를 보유한 제주,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조선이 처한 상황을 절절히 

증언하는 인천, 일본인 거류지로 조성되었다가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변모한 원산, 식민지의 

수부이자 근대화의 중심지가 된 경성 그리고 현재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다룬다. 여기서 소개하는 아홉 곳의 공간에

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북한 지역 세 곳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 :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열세 가지 지적 탐험

손승현 지음 l 더난출판사 l 2019년 3월 25일

▼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열세 가지 통찰을 우리 일상과 직결된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새로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연결의 힘부터 당장 일상에 적용 가

능한 기술의 종류, 창의력 계발과 학습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까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

해하고 그 흐름에 온전히 동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한 권에 담았다. 당장 포털 사이트만 검

색해봐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그중 대다수가 

폭발적으로 발달 중인 디지털 기술의 결과물이자 요소 간 결합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를 피상적, 단편적 지식의 형태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들

다. 저자는 무수한 정보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꿰뚫어 핵심을 파악하려면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세상에서 ‘연결’

이 갖는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문제는 과학이야 : 산업혁명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들

박재용 외 지음, MID 사이언스 트렌드 엮음 l Mid(엠아이디) l 2019년 2월 19일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

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혁

명’이라는 거창한 말로 가득한 그 속에 숨은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돌아보면 모든 산업혁명

의 뒤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근본 

원리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이 산업혁명에 숨어 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

해하면 막연한 미래의 변화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막연했던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

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과학과 과학자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의 구조와 유전자 기술, 에너지 등의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또

한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해야 할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교육과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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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한컴그룹과 전주 스마트시티 판 키운다

LX-전주시-한컴그룹 3자 간 MOU 체결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 한컴

그룹과 손잡고 ‘전주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의 판을 

키운다. LX는 3월 21일 전주시청에서 LX 최창학 사장,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 전주시 김승수 시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

출을 위한 LX-전주시-한컴그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지식, 기술, 정보를 융합해 신속

한 재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소방 안전 플랫폼’

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X는 소방 안

전 플랫폼 개발을 위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제공하며, 

전주시는 각종 행정 데이터와 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한

컴그룹은 양 기관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와 전주시의 행

정 정보를 활용해 그룹 계열사인 ‘한컴산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소방 안전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다.  

LX, 국제기구들과 손잡고 글로벌 진출 박차

미국, 캐나다 등 소속된 미주기구와 MOU 체결

기술·인적자원 교류 약속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의 토

지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전파시키는 큰 걸음을 내디

뎠다. LX는 3월 27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주기구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본부에서 

LX 최창학 사장, 미주기구 지적토지등록연합 실비아 

아마도(Sylvia Amado)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분야 상호협력에 합의

했다. OAS는 아메리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등

에서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51년에 설립된 국

제기구로 현재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 등 35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협의체

이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미주지역 국가

와의 지적, 공간정보 분야 상호협력과 공동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등이다. 

최창학 사장은 “세계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한

국의 수준 높은 토지관리 체계가 전 세계로 뻗어나아가

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X 공간정보연구원, LG전자와 업무협약 체결

LX Geo-IoT 플랫폼 서비스에 LG전자 

‘에너지하베스팅 기술’ 활용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3월 5일 LG전자

와 ‘Geo-IoT용 에너지하베스팅 전원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G전자의 ‘에너지하

베스팅 기술’을 Geo-IoT 플랫폼 서비스에 접목·활용하

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구원은 IoT 기술을 지적측량

에 접목하고, 기준점, 경계점, 빈집, 노후건축물, 건축문

화재 등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Geo-IoT 플랫폼 서비스

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버려진 에너지를 수집해 전기

로 바꿔 쓰는 LG전자의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적용

해 Geo-IoT 플랫폼 서비스의 전력공급 이슈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곤 원장은 “LX의 공간정보 자원과 LG전자의 인프

라가 융복합되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스마트 국토관리 서비스

의 상용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X, ‘사회적 가치 UP, 톡톡한 아이디어 공모’ 개최

공간과 사회, 사회적 가치 등 2개 분야 

총 360만 원 지원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 주도의 혁신과제를 발굴해 공

공성을 강화하고자 ‘사회적 가치 UP, 톡톡한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LX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간정보 사업과 동반성장 생태

계 조성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반영함

으로써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

야는 크게 공간과 사회, 사회적 가치 등 2가지로 나뉘며, 

위치정보 활용, 공간 디자인, 일자리 창출, 지역상생, 동

반성장, 사회공헌, 사회통합, 윤리경영 등 8개 세부주제

를 포함한다. 총 360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에는 대상

(200만 원·1명), 최우수상(100만 원·1명), 우수상(10만 

원·6명) 등이 수여된다. 신청방법은 4월 30일까지 LX  

홈페이지(http://lx.or.kr) 「국민소통플랫폼」, 구글 독스

(docs), 이메일(lx1004@lx.or.kr)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 전역에 

IoT센서 5만 개 설치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발표 

2022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 투자
▼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IoT센서 5만 개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총 1조 4,000억 원을 투

자한다. 박원순 시장은 3월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

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를 스마트시티 구현 핵심으로 꼽았다. 서울 전역에 5만 

개 IoT센서를 설치해 미세먼지, 소음, 바람, 야간 빛 세기 

등 도시현상과 유동인구, 차량이동 등 시민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존에 서울시가 보유한 행정 데이

터까지 한곳에서 저장·분석·활용하는 ‘공공 빅데이터 통

합 저장소’도 연내 구축한다. 나아가 금융, 유통, 포털, 통

신 등 민간 빅데이터와도 융·복합해 공동 활용할 수 있

도록 공공-기업-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도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성남시 도시 시설물 공간정보 49km 구간 갱신 

도시기반 시설물의 정확한 정보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 나서
▼

성남시가 올해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모두 49km 

구간의 도시기반 시설물 공간정보를 갱신한다. 이는 지

하관로 파열 사고, 지진 등의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

한 성남시 공간정보 행정 시스템 자료의 정확도를 높

이는 작업이다. 갱신 대상은 신설 또는 변동 설치된 땅

속 상수도 관로 20km, 하수도 관로 13km, 통신 관로 

11km 구간과 도로 위에 있는 가로등, 도로경계, 가로수 

등의 시설물 5km 구간이다. 지역별로는 상수도관을 새

로 설치한 중원구 상대원동 일부, 하수도관을 신설한 

금토동 일원, 통신 관로가 새로 생긴 수정구 수진동, 신

설 도로인 중원구 여수대로 등이 해당한다. 

땅속 시설물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 현장

에 전자유도탐사기, 토털스테이션 등의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측량 정보는 시설물 정위치 편집, 구조화 편

집 과정을 거쳐 최신 공간정보로 구축된다. 다른 기관

이 관리하는 2,696km 구간의 전기·난방·가스 관로 등

의 시설물은 해당 기관에서 분기별로 최신 정보를 넘겨

받아 성남시 공간정보 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허인

선 토지정보과장은 “도시기반 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는 

재난이 발행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사고 예방, 

신속한 복구 등에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업그레

이드하는 공간정보는 모든 행정 업무에 활용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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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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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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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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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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실 063-906-5622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63 육전빌딩 6층 LX공간정보연구원  jdw@lx.or.kr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중구 김화설

우리나라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인 걸

까요? ‘LX SIRI 연구’ 칼럼을 읽으며 입

이 떡 벌어졌습니다. IoT 기술은 현재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

아 들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TV, 세

탁기, 냉장고 등 모든 전자제품에 인공

지능 기능이 반영되어 있을 정도로 말

입니다. Geo-IoT 플랫폼 서비스 기술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는 이런 기술이 

건축물 안전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북 충주시 전경욱

서울 관광 안내 어플리케이션 ‘서울한

양도성’ 칼럼을 읽고 저도 실제로 이용

을 해보았습니다. 한양 도성길을 찾아

가는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비롯해 트레

킹 코스 안내,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화

재에 대한 정보까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이제 관광산업

도 트렌드에 발 맞추어야 할 때라고 생

각합니다. 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보다 스마트한 관광 생태계가 구축되기

를 바랍니다.

서울시 용산구 김태완

‘초연결 시대, 연결의 핵심축 공간정보’

라는 테마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공

간정보의 특징과 역할, 가치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 대상의 제약 없이 언

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편리하게 사용

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인프라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

고, 공간정보와의 협력기반 조성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2019 공간정보 봄호 펼치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