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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사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든 기술을 가능케 하는 공기와 같다. 

다양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집약되고 클라우드를 통해 다시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비대면·언택트 시대, 

공간정보와 클라우드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지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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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본격적인	클라우드	이전에는	

서버	가상화	단계를	거쳤다.	서버	가상화	이전에	컴퓨터를	빌려	쓴다는	개념은	실제	물리적	

컴퓨터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었다.	서버	가상화가	도입되면서	컴퓨터를	빌려	쓰는	

것이	실제	물리적	서버가	아니라	가상의	논리적	서버를	빌려	쓰는	것으로	발전했다.	실제	

컴퓨터	대수와	관계없이	가상의	서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생성해	이를	하나의	서버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상의	컴퓨팅	서버를	‘인스턴스(INSTANCE)’로	부른다.	

이러한	가상화	기술에	기반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W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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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빌려 쓸 것인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엇’을 빌려 쓰는가에 따라 IaaS(Infra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렇게 세 타입으로 분류된다.  

IaaS는 컴퓨팅을 위한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빌려 쓰는 것이다. 고객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같은 기반시설을 대여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도구들을 직접 설치한

다. 그 다음 이 기반시설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자체 제작해 내부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 사용자들을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서버를 빌려 쓰는 기본 단위가 바로 가상의 컴퓨팅 서버인 ‘인스턴스’다. 

인스턴스 수, 가동 시간, 네트워크 및 저장장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지불한다.

PaaS는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에 미리 준비된 소프트

웨어나 도구들을 ‘불러’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사용되는 기반시설이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도구들을 고객이 직접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클라우드에서 제공되

는 지도 서비스를 ‘불러’ 쓰고 이 횟수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SaaS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종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것이다. 서비스 가입을 

통해 가입비 또는 정기적인 사용료를 내는 모든 서비스를 넓은 의미에서 SaaS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

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사내 직원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를 도입하려 한다면, 우선 메신저 서비스

를 사내 시스템 내에 직접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메신저 서비스

에 가입하고 회사 내 관리자를 지정한 후 이 관리자가 회사 직원들을 등록시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

다. 이 경우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메신저 서비스는 여러 회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각 회사는 마치 자

기 전용 메신저 서비스를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각 회사

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사용자 수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빅3인 아마존 

AWS(Amazon Web Secrvice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IaaS 및 PaaS를 

동시에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다. 국내외 수많은 기업이 이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AWS의 가장 큰 고객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가 향후 2년 간 AWS에서만

10억 불어치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클라우드의 활용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만하다.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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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어떻게 구축해 활용할 것인가?

클라우드는 어디에, 어떻게 

구축하여 활용하는가에 따라

서도 구분할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Public Cloud)는 그

중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

이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

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여러 

고객이 ‘함께 나누어’ 쓰는 

형태로, 고객 입장에서는 서

버나 네트워크 운영과 같은 

IT서비스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컴퓨팅 자

원 혹은 플랫폼 도구들을 갖다 쓰면 된다. 처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지역을 한 군데 혹은 그 이

상 지정할 수 있다. 만일 한국에서 진행할 사업을 위해 AWS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한국에 위치

한 사이트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을 ‘리전(Region)’이라고 한

다. 앞서 언급한 빅3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 곳곳에 리전을 두고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고객 전용의 공간에 구

축하여 활용하는 형태다. 고객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전용으로 임대한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하여 관

리와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AWS나 애저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수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안상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거나, 혹은 빠른 속도의 응답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혼용하는 형태다. 민

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그 외의 작업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하는 방

식이다. 또는,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나 예측 가능하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작업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수행해 높은 작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고려해야하는 중요 기술적 요소 중의 하나는 ‘작업(Workload)의 호환성’이다. 기업 환경의 변화 혹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작업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에서 수행될 수 있

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작업’이 어느 클라우드에서든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멀티 클라우드(Multi Cloud)는 다른 브랜드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AWS와 애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멀티 클라우드는 최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를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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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을 가능케 할 엣지 컴퓨팅 & 엣지 클라우드

최근 5G 상용화와 함께 많이 거론되는 기술이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이다. 엣지는 네트워크의 

엣지, 즉 네트워크의 끝 단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 끝 단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팅이다. 

네트워크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만일 내 스마트폰에서 실행시킨 애플리케이션이 먼 곳에 위

치한 데이터센터의 컴퓨터에서 실행된 결과를 필요로 한다면, 데이터를 입력해 전송하여 실행 후 그 결

과를 받아 오기까지 수십 내지는 수백 번 중계 장치(라우터)를 거쳐야 한다. 너무 멀지 않고 네트워크 상

태가 양호하다면 수십ms(밀리세컨드) 내에 안정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수백ms 혹은 그 이상, 더 나아가 아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

을 사용하다 보면 흔히 겪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응답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차다. 자율

주행을 구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야 한다. 카메라, 초음파 센서, 라이다 등에

서 수집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길 찾기를 위한 상세 지도정보, 주변 교통상황, 신호등, 지나가는 보행

자 등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해 자동차 조정에 필요한 구동 명령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런 데이터를 멀리 있는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한 일이다. 모든 작업을 자동차

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혹은 매우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보장되는 곳에서 실행해야 한다. 이런 필요에 

의해 엣지에서의 컴퓨팅 기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5G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초안정성(Ultra-reliability) 및 초저연성(Ultra-low Latency) 요구사항으로 분

류하여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엣지 컴퓨팅이다. 국내외 주요 이동통

신사들이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특히 국내 통신사들은 엣지 컴퓨팅 센터 구축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직접 수집한 데이터 이외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정보 또

는 끊임없이 변경되는 지도 및 위치정보와 같이 외부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제

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도 엣지 컴퓨팅이다. 더 나아가, 다른 자동차와 주고받는 데이터, 신호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 시설과 주고받는 데이터, 그리고 보행자로부터 받는 데이터 등 이 모든 것을 종

합 활용해야만 궁극적인 자율주행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주변환경과 자동차와의 통신을 

V2X(Vehicle To Everything) 규격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V2X 구현을 위해서도 엣지 

컴퓨팅 또는 엣지 클라우드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ICT 기술의 공기, 클라우드 컴퓨팅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 분야, 심지어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조금이라도 IT기술과 연계되는 분야

의 중심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IT분야의 ‘공기’와 같이 늘 

가까이 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나도 모르게 매일 접하는 클라우드에 대해 좀더 상세히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비단 IT분야 관계자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이 고민

해봐야 할 대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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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경우 직접 수집한 데이터 이외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정보나 지도 및 위치정보

등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로

엣지 컴퓨팅을 들고 있다.



Interview T H E M E

클라우드	컴퓨팅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구체화하는	핵심	기반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산	클라우드	플랫폼인	파스-타(PAAS-TA)를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은주	단장에게	클라우드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W 최주연 자유기고가  P 안용길 사진작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디지털혁신단 & 

공공클라우드지원단 김은주 단장

디지털 콘택트 시대를 여는 힘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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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플랫폼 개발에 성공한 적이 없었

을뿐더러, 외국과의 기술 격차도 컸습니다. 이

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셨

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부터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대기업들은 참여를 망설였습니다. 플

랫폼 개발을 할 기술자, 투자자나 지원자도 없

는 척박한 상황이었죠. 정부가 플랫폼 개발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고요. 

하지만 정부를 설득해 R&D 지원을 받게 되었

고, 의욕 있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팀을 짜서 시

작했습니다.

지원 규모 역시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연간 1조씩 투자하

는 반면, 정부 투자액은 30억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글로벌 오픈 소스에서 답을 찾았습

니다. 

파스-타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글로벌 

오픈 소스 중 경쟁력 있는 것들을 적절히 선택

해 스터디를 해가며 만든 것입니다. 덕분에 착

수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 2016년에 첫 번째 

코드를 오픈할 수 있었죠. 오픈 이후에도 철저

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오

픈 소스로 만들고 오픈 소스로 개방함으로써 파

스-타의 확산과 발전을 꾀한 것이지요.  

스마트제조, 공간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구체화될수록

그 기반인 클라우드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Q. 2013년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PaaS-TA) 개발에 착수해 2019년 5.0 버전인 

라비올리를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에 주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의 경우 2006년 AWS(Amazon Web 

Service)가 시작되면서 2008년부터 클라우

드가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2012년 사이에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생겨 2013년 무렵에서야 통신사를 중심으로 클

라우드 인프라 서비스(IaaS)를 제공하기도 바빴

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

려면 플랫폼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발

전해야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소

프트웨어 서비스(SaaS)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요. 다만 우리나라는 PC에서의 윈도우, 모바일

에서의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플랫폼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것을 주

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플랫폼 개발은 필수 과제

라고 인식했습니다. 외산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

용하는 경우 막대한 외화를 로열티로 지불하는 

것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꾀할 수도 없을테니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

반해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파스-타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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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스-타 출시 이후, 시장의 반응과 효과는 

어땠나요? 

파스-타는 민간에서 먼저 활용하기 시작했

고 현재도 민간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KT, 

NHN, 네이버, 코스콤 등이 파스-타를 활용해 

클라우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죠. 한국전력이

나 농촌진흥청, 부산광역시 등과 같은 공공 영

역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민간에 비해 비율

이 적은 편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가 전자

정부 플랫폼으로 파스-타를 채택했으니, 앞으

로는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중앙

부처 시스템의 70~80%가 통합 수용되어 있어

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시스템도 마찬가지이

고요. 물론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오픈 소스에 기반한 만큼, 사용자가 많아져야 

더 발전할 수 있으니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데

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고 각

자 응용해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

위기가 확산돼야 각각의 발전 속도도 빨라지는

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방형 생태계를 낯설

어 하는 문화가 아쉽습니다.

Q. 국민 입장에서 파스-타와 같은 클라우드 플

랫폼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클라

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SaaS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사

이, 플랫폼 서비스인 PaaS의 신속성을 경험하

셨을 겁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클래

스의 경우, 동시 접속자 1만 명을 예상하고 만

든 것인데 코로나19로 300만 명을 견뎌야 했

습니다. 공적 마스크 실시간 정보는 1주일만에 

5천만 명의 동시접속자를 견딜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춰야 했고요. 클라우드가 없었다면 각

각 1~2년 걸렸을 프로젝트지만, 다행히 클라

우드를 기반으로 한 덕분에 1~2주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스-타에 기반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클라우드 무상 

대여를 결정했습니다. ‘국난극복’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위해 자발적 지원에 나선 것이죠.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비스가 

널리 쓰여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마스크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회적 현안을

풀어가는데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과 정부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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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것 역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시

키기 위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대

부분의 국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70% 이상

을 AWS 같은 미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

하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ICT 산업에서 벌어들

인 수익 중 막대한 액수를 이용료로 지급하고 

있죠. 앞으로 공간정보 클라우드나 자율주행차 

등 최첨단 서비스가 발전하면 할수록, 로열티 

금액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외산 

클라우드에만 의존할 경우, 클라우드 로열티가 

블랙홀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민간 산업 분야의 외산 클라우드 점유율이 약 

70%에 달합니다. 물론 국산 클라우드를 사용

할 것을 민간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

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국산 클라우드를 사용해

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주자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민

간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어려움

이 컸지만,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

정, 2019년 12월 클라우드 규제 개선 등에 힘입

어 올해부터 조금씩 활성화되었습니다.  

Q. 디지털서비스마켓인 ‘씨앗’을 오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짐작됩니다. 씨앗은 현재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6

년 씨앗을 오픈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

킹해 만든 것인데요. 실제로 2012년 오픈한 영

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 마켓플레이스는 8

년 사이 100배 성장했습니다. 온라인에 기반한 

클라우드의 특성상 기업들이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경제와 산업 육성에도 기여했고요. 다만 우

리나라의 경우, 제약이 커서 씨앗 활성화와 동

시에 법제도적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클라우드

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구매하게 되는

데, 이전까지 국내에는 용역과 상품 계약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씨앗에서 특정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런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을 전제로 한 계약제도인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를 제안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

린 클라우드 규제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제도’에 힘입어 내년부터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이 본격 추진되리라 기대합니다. 

 

Q. 향후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

시나요?

공공 자체의 혁신과 민간 클라우드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겠죠. 공공부문이 마

냥 희생하자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유저’가 되

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수요가 없지만 미래 

지향적인 수요를 발굴하고 투자는 물론 사용도 

함으로써 민간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되

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공공의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고요. 

특히 현 시점에서는 크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

고 그 지점만을 향해 나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큰 비전은 있어야 하지만, 상

황에 맞춰 얼마나 신속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클라우드 산업 육성 역시 마찬가지

고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클라우드 산업은 

더 빠르게 진화해갈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한 사

람, 하나의 부처가 아닌 시민과 기업, 공공부문

과 정부가 함께 의견을 수집하고 공유해야 합니

다.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하는 만큼, 그 시스템

을 다루는 사람들도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협업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미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그간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다양한 

문제들을 클라우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공간정보 클라우드’ 정착을 

위해 2020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의 

필요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은 물론, 공간정보 클라우드가 

일으킬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W 허용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공간정보 클라우드 
추진 현황과 나아갈 방향은?

Opinion ①1616 T H E 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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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rogworks.tistory.com/56

●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한계, 클라우드로 해법 모색하다 

데이터경제 시대의 시작과 함께 공간정보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다.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우버, 에어비엔비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카카오, 요기요 등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

이 대부분 공간정보에 기반해 고객과 제품·서비스를 연결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공간정보의 가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공간정보 생산·관리 체계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활용 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간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가공하려는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데이터와 

시스템의 호환성이나 데이터 용량 문제 나아가 전문 가공 분석 기술 등과 관련한 한계가 존재했기 때

문이다. 특히 국내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 개방·유통 범위와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안보문제까지 관여된 탓에, 공공 주도로 기본적인 공간정보

를 생산하고 민간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등장과 함께, 공간정보 분야 역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 및 보안 등의 정보자원을 물리적으로 보유하는 대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비스 

형태로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확장성과 탄력성, 즉시성, 편의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일 다운로드나 OpenAPI 방식에서는 대용량의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거나, 전처리 과정을 최소화해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컸다. DB를 연동하는 방식도 

있지만, 보안상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면, 원시 DB와 동일한 

가상의 DB를 생성하고 허가된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

는 전문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범위만큼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구축비를 절감

하면서 이용 규모에 따라 점차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1] 데이터 개방·유통 형식별 주요 특징 비교

비교항목 파일 다운로드 OpenAPI DB 연동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대상 전체 데이터
요청 별 데이터 제공 

(대용량 제공 한계)
접근 허용된 모든 데이터

접근 허용된 모든 

데이터

갱신관리 주기적 데이터 갱신 필요 자료 최신성 유지 용이
주기적 데이터 갱신 

필요

가공처리
활용단계 DB 적재 등 

전처리 과정 필요

개발 플랫폼에 연계하여 

사용 가능
DB 직접 접근으로 최소 전처리 과정 필요

정보보안 허가된 사용자 접근
API 사용 권한에 따른 

보안

원시 DB 개방에 의한 

보안 취약

허가된 사용자·시스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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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화·표준화·개방화에 초점 맞춘 융복합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공간정보 클라우드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시스템의 공통 요소인 데이터를 표준화된 DB로 재구조

화해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공간정보에 기반한 범부처 공통 활용 플랫폼을 구

축하는 것, 셋째, 공공과 민간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지도 위에서 개방DB/융복합DB/시계열DB 등을 사용자가 원하

는 포맷이나 지역, 좌표계와 데이터 등과 결합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통합함

으로써, 공간정보 데이터와 분석 기능의 개방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공간정보에 기반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 국가 전체의 창업 및 경제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국가공간정보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체계

정보
연계

공동활용 

플랫폼

경관심의 

업무지원

행정지원
(행정망)

국토
교통부

국가기관

공간데이터 
공유·활용체계

(DaaS)

공간정보 융복합 DB 시계열 
서비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공동 컨텐츠 
확대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
정보포털
(대국민)

시계열 데이터 관리

스마트
국토정보(앱)

융합데이터 관리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민

지자체

연구기관

2020 2021 2022

공공기관

민간업체

대국민
(인터넷망)

 

등
45개 
기관

73개 
정보

시스템

속성정보, 
공간정보 등 

1,543종

공간
정보
양방
향 

연계
(EAI 
솔루
션)

정
보 
개
방 
및 
활
용
채
널

국가공간정

보 통합DB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실시간 

갱신

대전
정보자원
관리원

공간정보 특화 플랫폼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

(GeoPaaS)

공간정보 개발 
프레임워크
(GIS FW)

OSS

실제 미국 연방 지리정보위원회(FGDC, Federal Geospatial Data Committee)와 영국 지리원(OS, 

Ordnance Survey) 등 공간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선진 기관들은 일찍부터 공간정보 클라우드 도입

에 나섰다. FGDC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인 Geoplatform에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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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에스리(Esri)사의 클라우드 공간정보 플랫폼인 ArcGIS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OS는 대용량 

공간정보의 관리 및 배포에 아마존사의 AWS와 MS사의 애저(Azure)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싱가

포르 국토청(SLA, Singapore Land Authority) 또한 위치기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

보 플랫폼인 OneMap에 아마존사의 AWS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이미 대용량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약없이 유통하고 개방하며 분석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중이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될 공간정보 클라우드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간정보 분야 역시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

대된다. 분산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개방

하고 공유해 공간정보산업 자체의 발전을 꾀할 것이며, 데이터 가공 절차를 최소화시켜 다른 분야와

의 융복합에 힘을 실어 공간정보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간정보 관련 인프라·데이터·분석 기능 등이 쉬워지면, 누구나 최소한의 자본

과 기술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에 걸림돌이 되었던 보안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논의가 고해상도 영상지도와 대축척 정밀지도 등의 공개 범위 확대로 이어진다면,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 수요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도입이 해외에 비해 늦었던 탓에, 공간정보 클라우드가 본 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산업계와 학계, 정

부 등이 의기투합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의 핵심 기반기술인 공

간정보와 클라우드의 융복합 성공 사례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표 2] 해외 클라우드 공간정보 플랫폼 현황 

국가 해외 클라우드 공간정보 플랫폼 현황

미국 

FGDC

• 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공간정보망(NSD,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및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인 Geoplatform을 운영하며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제공

•에스리사의 클라우드 공간정보 플랫폼인 ArcGIS 온라인 활용 

영국 

OS

•Master Map 기반 국가기본공간정보(Digital National Framework) 제공 

• 데이터 관리 및 연계를 위하여 아마존사 AWS(Amazon Web Services), MS사 애저(Azure) 활용

싱가포르 

SLA

• 위치기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인 OneMap을 구축하여 

   위치·대중교통 검색, 내비게이션은 물론 약 80여 개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아마존사 AWS(Amazon Web Services)를 기반으로 OneMap과 외부 플랫폼 연계

출처 :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1차)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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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G클라우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데이터경제’를 천명하면서 기반 시스템인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 높아졌고 최근 발주하는 공공 

차세대 사업 대부분에도 클라우드가 필수 기술로 

들어간다. 특히 디지털 뉴딜 계획 가운데 공공분야 

클라우드 확산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뉴딜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확산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W 김지선 전자신문 기자

공공 클라우드
디지털 뉴딜 시대 확산 본격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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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클라우드, 코로나19 이후 중요성 확대돼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법)을 제정했다. 공공분야에 클라우드를 확산시킨다는 목표 아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차 기본계

획을 수립했다. 3년 동안 정부 주도로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지원을 이어갔지만 정부

부처를 비롯해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은 미흡했다. 그나마 공공기관이 서비스형인프라(IaaS)·서

비스형소프트웨어(SaaS)·서비스형플랫폼(PaaS) 등을 속속 도입하면서, 2018년 기준으로 도입률을 

40%까지 겨우 올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한층 명확해지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원격교육, 영상회의, 원격근무 등 대부분 비대면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 덕분에 가능했다. 

일례로 EBS 온라인클래스에 최대 300만 명 학생을 동시 접속시키려면, 단기간에 끊김없는 영상을 제

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EBS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함께 300만 명이 동시 접속해도 

무리 없이 원격 교육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BS가 기존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

았다면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공공마스크앱 서비

스에서도 클라우드가 빛을 발했다. 공공마스크앱 개발에는 정부가 지원해 개발한 PaaS 플랫폼인 ‘파

스-타(PaaS-TA)’가 유용하게 사용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파스-타 위에 공공마스크앱 개발 기능

을 올려놓고 누구나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G클라우드에 기반해 기반 원격업무를 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

를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에 공유해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여러 직원이 

원격에서 문서를 편집하는 ‘웹오피스’ 역시 클라우드 기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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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도입 대상 중앙부처까지 확대… 공공 확산 신호탄

정부는 지난해 공공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골자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확산 △클라우드 도입 관련 제도 개선 △전자

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확산 등이다.

이 가운데 대표 정책은 민간 클라우드 도입 대상이 기존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와 중앙부처까지 확대됐

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기존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 

시스템은 ‘안보, 수사·재판, 민감정보 처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이외 시스템’으로 제한적이

었다. 개정안에서는 ‘민감정보 처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을 삭제했다. 국가 안보나 

민감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규제를 없앤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서비스(IaaS, SaaS)만 이용 가능하던 규정을 완화해, SaaS

의 경우 간편등급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업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던 

보안인증을 받기 위한 기간을 줄였다. 또, 공공부문에서도 더 다양한 SaaS 제품을 도입할 수 있게 됐

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SaaS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서비스 또

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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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 공공 클라우드 전면 도입

디지털 뉴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전면 도입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디지털 뉴딜

사업은 올해 △공공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전환 두 

가지 큰 축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공공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

을 지원하는 첨단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플래그십 사업 주제는 △

비대면 복지 △교육 두 가지다. 비대면 복지의 경우,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주민편의 서비스, 사회문

제 해결서비스 등)를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교

육 분야에서는 초·중·고, 대학, 평생 교육 등에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활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디

지털 교육 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역시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앞

서 올해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과 전산실 현황을 조사 중이다. 약 1200 개의 소관 센터와 전산실,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도입 현황 등을 점검해, 클라우드센터 이전 또는 통합 관련 중기 계획을 수립

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 클라우드 산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변모 중

정부와 공공 정보기술(IT)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2022년까지 ‘지능형 클라우드 컴

퓨팅 센터 전환’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G클라우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

스를 위해 행정기관 정보자원 수요를 모아 통합해 일괄 구축 및 공동 활용하고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G클라우드의 목표다. 

지능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은 기존 운영 중인 대전·광주센터와 신규 구축 중인 대구(2021

년)·공주(2022년) 센터 간 자유롭게 서비스를 연계해 단일 센터처럼 자동 운영·관리하는 사업이다. 

이중 대전 본원에서는 고용노동부 등 10개 기관 31개 업무를 소프트웨어정의데이터센터(SDDC) 기반 

지능형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한다.

SDDC는 서버(SDC)·스토리지(SDS)·네트워크(SDN)를 사람 개입 없이 소프트웨어로 자동제어

하는 시스템이다. 하드웨어를 가상화해 도입 비용을 낮추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어, 민간에서는 

SDDC를 이미 활발하게 도입 중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해당 사업을 완료할 경우, 국산·공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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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은 IT업계에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된 지 오래다. 

특히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성장세가 무섭다. 현재까지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는 아마존웹서비스(AWS)지만 후발주자의 

뒷심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를 가늠해 본다.

W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경제부 팀장

클라우드가 미래다…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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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더 높게…‘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실적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부문은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Amazon Web Service, 아마존웹서비스)다.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4분

기에는 사상 처음 100억 달러(한화로 약 12조 원) 매출을 돌파했으며, 2020년 2분기(4월~6월)에는 

10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12%에 불과한 수치지만 영업이익은 33억 5700

만 달러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약 60%를 채웠다. AWS의 뒤를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MS는 

2014년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를 선언하고 ‘윈도’ 위주의 사업구조를 클라우드 중심으로 완전

히 재편하는데 성공했다.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를 포함한 MS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의 2분기 매출은 134억 달러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MS는 AWS의 빈틈을 찾아 특히 유

통과 자동차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다. 2017년 유기농 식품 슈퍼마켓체인인 ‘홀푸드’를 인수하면서 유

통업계에 본격 뛰어든 아마존의 행보가 대형 유통기업들을 자극시켰기 때문이다. 월마트와 크로거, 

갭, 타겟 등 대부분의 유통기업들은 AWS 대신 ‘MS 애저’를 활용 중이다.

구글 역시 클라우드 사업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은 클라우드를 검색, 광고를 잇는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꼽고 있다. 지난 2분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2% 감소한

데 비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와 지스위트(G Suite)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업에서 43%의 매출 

성장을 거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장조사기관 시너지리서치에 따르면, 구글은 전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에서 AWS(33%), MS(18%)에 이어 9%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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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결합한 클라우드

MS 애저는 지난해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그룹의 커넥티드카 사업부 ‘오토모티브 클라

우드(Automotive Cloud)’ 사업자로 선택됐다. MS는 폭스바겐 외에도 애스턴 마틴, 혼다, 마즈다, 르

노-닛산 얼라이언스 등을 고객사로 유치하며 자동차 업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티야 나델

라 MS CEO의 2016년 인터뷰에 의하면 토요타, 다임러, BMW, 포드 등도 MS의 주요 고객사다. LG전

자도 AI(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MS와 손을 잡았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차세대 주력사업인 자율주행차 부품 및 인포테인먼트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도 클라우드 사업부문 자회사인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

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는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트너의 2019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IaaS) 시장 보고서에서도 AWS, MS를 이

어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기술을 중국 항저우시의 AI(인공지능) 프

로젝트인 ‘시티브레인’에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시티브레인은 중국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항저우

시가 클라우드와 접목된 빅데이터, AI 기술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예를 들면 수백만 건의 

차종 및 보행자 인상착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통해 항저우

시는 실시간 교통정보 분석부터 범죄 용의자 단속, 용의차량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사회 안전

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최근 클라우드와 공간정보, AI,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시티 영역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다. 그중 핵심은 

‘공간 클라우드(Geo Clou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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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술의 진화와 융복합 

실제 항저우시의 사례처럼 최근 클라우드와 공간정보, AI,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술이 융합된 스마

트시티 영역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다. 그중 핵심은 ‘지오 클라우드(Geo Cloud)’다. 

글로벌 지리정보시스템(GIS) 선두기업인 에스리는 이미 지난 2012년 클라우드 GIS 플랫폼인 ‘ArcGIS 

온라인’과 ‘ArcGIS 애널리틱스’를 출시해 IoT 센서 데이터를 수집·시각화·분석·저장하고 통찰할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 구독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SaaS)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

며, 자연재해나 공공안전, 교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코로나19가 빠

르게 확산될 무렵, 에스리는 전세계 보건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 질병 발병 위치

와 사회적 취약성 등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 중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

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시켜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가상공간에 쌍둥이처럼 옮겨 놓는 

것을 뜻한다. 현실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국토·도시문제의 해법

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한다는 그림이다. 

이렇게, ICT와 AI, 클라우드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최신 기술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융복합하며 우

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공간’이기에, 그 진화에 중심에 

공간정보가 놓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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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수가 없는데도 배가 알아서 움직인다. 

인공지능과 각종 센서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관제센터에서 기상 정보·해도 

등을 내려받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스스로 설정한다. 선박의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알림으로써 유지 보수를 돕기도 

한다. 스마트 선박(Smart Ship)은 이렇듯 

똑똑한 첨단기술로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W 강진우 자유기고가

Smart
Ship



Smart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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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스마트 선박 시대

다양한 첨단기술을 탑재해 선박의 운항을 돕는 것은 기본, 이제는 스

스로 최적의 항로를 설정하고 움직이는 단계에 이르렀다. ‘스마트 선박

(Smart Ship)’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기존에도 정해진 항로를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운항 상황과 선박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성능 선박이 존재했다. 그러나 자동운

행기능은 인간이 설정한 항로를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했고, 따라서 돌

발적인 해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데이터도 사람이 쉼 

없이 모니터링해야 유의미한 상태를 포착할 수 있었다.

스마트 선박은 이러한 성능에서 한 발 더 진화했다. 선박 내외부의 카메

라·센서·라이다·GPS 등을 통해 정보를 취합, 운항 빅데이터를 만든

다. 인공지능은 이를 바탕으로 선박 및 주변의 현재 상황과 기상 조건·

항로 이상 여부·공간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연료 소비량을 최

소화하면서도 더욱 빠르고 안전한 항로를 스스로 설정하고 움직인다. 

선박에 달린 수많은 설비도 자동으로 제어하고, 고장과 오작동을 실시

간으로 예방·진단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

뤄지며 24시간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스마트 선박 도입의 장점은 분명하다. 먼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적 과

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10년에서 2014년까

지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람에 의한 운항 과실이 82%에 달했

고, 2018년에는 84.5%까지 늘어났다. 반면 스마트 선박은 사방에 탐지

장치를 달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

석하여 배를 운행하기에 사고율이 매우 낮다. 선박 관리와 운행에 필요

한 자원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이점이다. 탑승자를 

위한 주거시설 대신 적재공간을 늘린다면 그만큼 경제적이다. 또한 불

필요한 항로를 줄이며 상당한 연료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료를 적

게 쓰니 그만큼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세계 조선업계와 유수의 운송사

가 스마트 선박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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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선박 운행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수평성 공간정보와 해저 
지형 공간정보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3차원 공간정보를 두루 
담은 바닷길 내비게이션이 바로 
‘e-내비게이션(e-Navigation)’이다. 
선박 운항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감소와 해운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개발된 e-내비게이션은 2006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돼 올해 실용화될 
예정이다. 

시장 선점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

스마트 선박 시장의 선두주자는 유럽이다. 유럽은 2012년부터 3년간 선

박 자율운항 프로젝트(MUNIN)에 53억 원을 투자하며 기술 선도에 나섰

다. 그 결과 유럽 각국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노르웨이 해양솔루션기업 콩스베르그(Kongsberg)는 2017년 세계 최

대 미네랄 비료 회사 야라(Yara)와 함께 자율운행 전기선박 개발을 발표, 

2022년 진수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 자동운항 해운사 마스

터리(Massterly)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프로메어(Promare)연구

소와 IBM은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선원 한 명 

없이 인공지능을 통해 움직이는 선박으로 2021년 대서양 횡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스마트 선박 연구를 시작했다. 2016년 

스마트 선박 기술과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스마트 선박 혁신센터가 설

립됐고, 2017년 12월 세계 최초의 스마트 선박 ‘그레이트 인텔리전스호’

를 정식 출항했다. 3만9천 톤급 화물선으로, 자율학습형 스마트 운행 및 

유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첫 무인 자율운항 화물선 ‘근

두운 0호’의 시험 항해를 마쳤다. 더불어 세계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자

율운항 선박 시험 해역도 건설하는 등 스마트 선박 시장에서 우위를 차

지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2012년부터 조선·해운·기자재 등 관련 업계 기관 

40여 곳이 참여하는 ‘스마트 선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SAAP)’ 프로젝

트를 진행, 선내 네트워크 서비스·육상과 선박 연결 플랫폼 등을 두루 

개발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50척의 스마트 선박을 일본 내에서 건

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개 이상의 해

운·조선기업이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본 최대 해운기업 NYK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선박의 시험 운항에 성공했다. 자동

피항 운항시스템(SSR)이 적용되어 충돌 위험을 자동으로 회피하며, 스

스로 최적의 항로 및 경제 속력을 산출·실행할 수 있다.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도 스마트 선박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

대중공업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 선박을 건조한 데 이어, 2017년 

업계 최초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선박 운항 및 관리를 지원하는 ‘통

합스마트선박솔루션(ISS)’을 개발했다. 항해사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

는 항해 방법을 표준화하여 운항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

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7월 업계 최초로 영국 설계 인증기관인 로이

드선급(Lloyd’s Register)으로부터 스마트 선박 사이버 보안 인증 상위 

등급(AL3)를 획득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SK텔레콤과 손잡고 5G 기

반 자율·원격 모형 선박 이지고(Easy go) 시험 운항에 성공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바닷길 내비게이션

스마트 선박 운행에 있어 공간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도로처럼 

길이 뚜렷한 것도,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원하는 항구에 도달

하려면 GPS를 통한 현재 위치 정보와 정확한 해상 공간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 특히 눈에 보이는 수평선 공간정보와 해저 지형의 공간정보

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두 정보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암초

에 걸릴 수도, 지상과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3차원 공간

정보를 두루 담은 바닷길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바로 ‘e-내비게이션

(e-Navigation)’이다.

e-내비게이션은 2005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영국·미국·노르웨

이 등 7개국의 제안으로 도입이 논의됐다. 선박 운항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감소와 해운 효율성 증대가 그 목적이었다. 이듬해인 2006년

부터 개발이 본격화됐으며, 다각적인 노력 끝에 올해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세계 바다의 공간정보를 통한 항로 안내와 함께 주변 상황 안내·

실시간 해상 상황 안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항해 안전성·경제성 

증대에 효과적이다.

만약 해양에 대한 공간정보가 없었다면, e-내비게이션과 스마트 선박

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간정보가 해상사고 예방과 항해 효율성 

향상의 시금석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렇듯 공간정보는 지금 이 순간에

도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두루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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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가 

그려내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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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초고속통신망, 

자율주행차 등과 같이 눈 뜨면 

새로운 에너지와 정보통신 

기술들이 생겨나는 요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라이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W 신지선 문화칼럼니스트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전문가들은 기술을 통해 다양한 도시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미래 스마트 시티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는 주택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하

다. 이중 환경과 교통, 에너지 문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 10년 엄청난 발전을 예고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그 기술이 그려내고 있는 미래 모습을 살펴보자. 

가장 최신의 미래 기술 동향을 엿볼 수 있다는 CES(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2020에서 스마트 모

빌리티 분야의 키워드는 ‘자율주행’과 ‘플라잉카’였다. 이러한 흐름 속

에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행 상용화 3단계’를 앞두고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 운행허가를 내주는 등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5단계가 완

전 자율주행 단계이니 완벽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획득하기까지 

단 두 단계만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자율주

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간 신차 판매의 26%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 통계가 나와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술로 우리 생활에 안착한다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모두가 알다시피 자율주행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모빌리티 기술이다. 안전운행이 늘어나 

사고가 줄어들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단지 인간의 탈 것만 

변화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여파는 인간의 삶과 연결

된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눈앞으로 

다가온 스마트 시티의 모습이다.



CES2020에서 미리 만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은? 

CES2020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도요타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게 될 미래 도시의 모습을 제안했다. 먼저 현대

차그룹이 제시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살펴보자. 현대차그룹이 

그리는 미래 도시에는 곳곳에 자율주행 셔틀이 다니는 허브가 건

설된다. 허브에서 허브로 옮겨간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곳까지 플

라잉카를 이용해 이동한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은 공중을 이동하

는 개인용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개발하는 등 도

심항공 모빌리티를 구현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반면 

도요타는 사람과 자율주행 셔틀이 도로를 공유하는 스마트 시티 

모델을 제시했다. 건물과 도로 등 기존 도시의 인프라와 자원을 최

적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두 기업이 주장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

의 인프라 위에서 도로 정체 없이 다양한 모빌리티가 적절히 운영

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율주행 셔틀이 상용화되면 버스, 지하철 등 지금의 승차 공용차

량은 주문형 교통시스템 개념을 탑재한 차량으로 바뀔 것이다.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면 근처의 비어있는 차량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미 시장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우버처럼 말이다. 화물 운송 시

스템과 물류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낮에 사람들이 주

로 이용하던 자율주행 차량을 밤에 화물 운송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는 대중교

통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차량으로 인한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

일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도시의 변화 

이런 변화는 도시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쉽게 생각

해봐도 몇 가지가 떠오른다. 먼저 운행 차량의 감소가 예측된다. 

2017년에 미국 싱크탱크 리싱크엑스의 보고서는 자율주행차량이 

완전 상용화된 후 10년이 지났을 때 운행 차량이 과거보다 1/5 감

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버는 지

금 자가용 수의 1/10 정도의 차량만 있어도 사람과 물자 수송에 아

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다. 

두 번째, 차량의 감소로 인해 주차 공간 낭비가 줄어들 것이다. 주

차 공간이 감소된다는 것은 도시 공간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녹지가 늘어날 것이고 공공공간이 

늘어나 도시는 그만큼 쾌적해질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한 변화는 역시 도시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의 해결

이다. 에너지 소비가 줄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도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신차 

33%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갈 예정이다. 이렇게, 전기차

와 수소차의 등장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이 되면 환경오염

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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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채택한 공유 자동차들이 도심을 달리고 
창밖으로는 넓은 녹지가 펼쳐질 것이다.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찾은 도시의 파란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빛날 것이다.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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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혁신하거나 아예 새로 만들거나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자율주행 전용 도시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기존에 있는 도시의 인프라로는 자율주행 차량이 선도하는 스마

트 시티를 이뤄가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각

해보자. 안 그래도 복잡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자율주행

차량이 다닌다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질 것이다. 혼잡한 도로

에서 수동 운전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혼란스럽게 섞여 운행되

어야 할테니 말이다.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차는 세종시나 판교처

럼 비교적 새로 조성되고 있는 곳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 전용 도시가 생겨난다면 기존의 도시가 아니라 비교적 

한적한 도시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해 사람들 이동의 편의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만약 이런 개념이 실생활에서 

구현된다면 사람들이 기존의 도시를 떠나 외곽으로 거주지를 옮

기는 역도시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기존 도시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중교통 환경이 잘 갖춰진 도

시라면 자율주행 차량이 버스나 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의 보완

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신 도시는 외연을 확장하여 외곽 

쪽은 완전 자율주행 전용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한 도시 생활 

스마트 모빌리티와 함께 등장할 스마트 시티의 모습은 친환경화, 

스마트화, 융합화, 생산 및 소유 방식의 변화 등 몇 가지 단어로 표

현될 수 있다. 이 모두는 인간의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을 위해 필

수적인 것들이다. 다만 이런 변화는 산업화 시대에 추구하던 대량

생산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도시의 기

본 인프라를 다 부수고 새롭게 만들어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지향

하는 가치도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해보자. 도로가 막히는 도시가 있다면 산업화 시대에는 

새롭게 도로를 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스마트 시대의 도시

는 현재 막히지 않는 우회도로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정체 문

제를 해결한다. 즉 도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 배분을 최적

화시키는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지향하는 지점도 비슷하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차량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와 자원과 공간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

다 스마트하게 도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처럼 교통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

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이 도시의 모습을 바꿔 놓을 10년쯤 뒤를 상

상해보자. 차량 통행량에 따른 경로 제어 시스템에 힘입어 ‘도로정

체’는 낯선 현상이 되지 않을까? 공유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

고 창밖으로는 도심 속 넓은 녹지가 펼쳐질 것이다. 교통과 에너지,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거의 ‘파란 하늘’ 또한 되찾게 되리라 기

대해본다. 편리해지고 깨끗해지고 지속가능해진 미래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가 구현해갈 미래 스마트 시티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스마트 시티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도시 전문

가와 정책 입안자, 과학기술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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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우리에게 부동산은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분야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동산은 다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부동산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프롭테크(PropTech)’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W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내 손안에 들어온 쉽고 편한 부동산

프롭테크 

P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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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로 부동산에

편의를 더하다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업무를 쉽고 편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롭테크의 원형은 설계·재무·중계 등 부동

산 업계 종사자들의 일을 전산화한 리테크(RE-Tech·Real Estate 

Technology)다. 

지금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업계 종사자·판매자·구매자 등 부

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근 부동

산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직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앱을 켜고 이사 갈 동네만 입력하면 매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나타난다. 월세·관리비·주차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모

두 담겨 있고, 원룸의 내부 사진도 볼 수 있다. 원룸을 시작으로 판매

자·중개인·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사를 한 후에는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해 한층 실감 나게 ‘랜선 집들이’도 할 수 있게 됐다.

프롭테크의 활약상은 부동산 중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물인터넷

(IoT)을 이용한 건물 제어·관리, 드론을 활용한 청소 안전 관리, 인공

지능(AI)을 활용한 시세 예측 및 상권 분석, 계약의 위·변조를 방지하

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IT 기술이 프롭테크에 

포함된다. 그러다 보니 관련 시장과 특허 출원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4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프롭테크 투자액은 6년이 지

난 2018년 78억 달러로 17배 증가했다. 2016년 28건이던 특허 출원이 

지난해에는 69건으로 급증했으며, 2018년 출범 당시 26개에 불과했던 

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는 올 3월 기준 162개로 크게 늘어났다. 프롭

테크가 부동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임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업무를 쉽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롭테크 
투자액은 6년 사이 17배 
증가했다. 2016년 28건이던 
특허 출원도 지난해에는 
69건으로 급증했다. 
프롭테크가 부동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임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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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의

기본 덕목

프롭테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고도의 IT 기술이 접목돼야 한다. 각종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올

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기술(ICT)은 기본, 관련 데이

터를 축적해 부동산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는 서버 및 클라우드 기

술도 필수적이다. 개개인의 중요한 자산을 다루는 만큼 블록체인 등 

확실한 보안 기술을 마련해야 하며, 각종 매물의 현황을 멀리서도 실

감 나게 둘러볼 수 있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도 투입된

다. 부동산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성

도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프롭테크 실현에 있어 공간정보는 
IT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지리적·지역적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인 
데다가, 세세한 공간정보를 
확보할수록 프롭테크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정보도 IT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지

리적·지역적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야인 데다가, 세세한 공간정

보를 확보할수록 프롭테크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단순한 매물 정보만을 제공하는 프롭테크 서비스와, 매물 정보·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과 가상현실·주변 생활 여건 및 편의시

설·거리뷰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롭테크 서비스 중 어떤 것

을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예를 들어 네이버

에서 만든 프롭테크 앱 ‘네이버 부동산’은 최근 ‘개발’ 탭을 추가해 매

물 주변의 개발 정보를 함께 제공,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프

롭테크 기업들은 각종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사

활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제공돼야 할 게 있으니, 바로 정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업계 전문가

들이 활용할 만한 더욱 자세한 부동산 정보는 취득하기 힘들다. 이는 부

동산 빅데이터 구축과 실시간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한 프롭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프롭테크 

기업들은 유의미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

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투

자한다면 프롭테크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예견하기도 한다.

ICT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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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 뉴노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프롭테크의 또 다른 기회로 작용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으로 인해 프

롭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로 올해 

들어 각종 부동산 앱 사용자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겼다. 이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나 늘어난 덕분에 달성한 성과다. 이

렇듯 초유의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빠

르게 프롭테크 서비스로 넘어가는 모양새이며,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

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러한 지각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프롭테크 육성책 정비에 돌

입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프롭테크는 해외 선진국에 비하

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다. 관련 법령도 마땅하지 않았고 정부 내 전

담 부처도 확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올 4월

부터 프롭테크 육성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쯤 중·장기 

단계별 혁신 로드맵이 포함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제 막 출발한 신산업인 만큼 확고한 방향성이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프롭테크가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이자 대세인 것만은 분명하

다. 따라서 프롭테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부동산 업계의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국·일본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반면, 우

리나라는 70%에 육박한다. 프롭테크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더욱 크게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IT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업계의 불합리성과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프

롭테크. 현재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활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New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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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AI 만나 
영역 넓히는 

新농업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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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처럼, 과거 농업의 성패는 전적으로 사람의 손길에 달려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던 와중,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대두됐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접목해 시간과 공간, 기후의 제약을 뛰어넘어 농업 경쟁력을 높일 

스마트팜의 미래를 살펴보자. W 최주연 자유기고가

농업의 위기로 촉진된 

스마트팜

-

현재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 30%로 ‘세계 5대 식량수입국’에 속한

다. 2018년 기준으로 쌀과 보리 등 식량자급률이 46.7%에 그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이에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에서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발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와 시사점’이

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식량위기에 취약한 곡물 수입구조

를 가지고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올 초 시작된 코

로나19는 식량주권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쌀 수출 3위 국가인 베트남은 이미 해외 수출량

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으며,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 역시 곡물수

출 금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미래 식량위기는 전지구

적인 현상인 만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향후 30여 년 동안 식량 

생산이 약 70%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농업 선진국들은 농업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를 농업에 접목

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스마트팜’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해왔다. 덕

분에 2015년 28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2018년까

지 3년 동안 11.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2년까지 4,080억 달

러로 연 평균 16.4%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역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스마트팜’을 8대 혁신성장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청년

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상주와 김제, 밀양, 고흥에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5년 28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2018년까지 3년 동안 
11.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2년까지 4,080억 달러로 
연 평균 16.4%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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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을 움직이는 

첨단 기술

-

전통적인 농업이 사람의 경험과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과 

달리, 스마트팜은 데이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다. 기존 농

업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센서와 카메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통해 온도와 습도, 일사량과 토양의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해 최적

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다. 습도 센서, 일사

량 센서, 강우 센서, 풍향과 풍속 센서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데이

터를 수집하면, 제어 노드에서는 자동으로 최적의 수치를 계산해 온

도와 습도 등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동시에 지정된 스마트폰이

나 PC로 전송된다. 덕분에 농부는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며, 최

적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4차 산업혁

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이 적극 활용된다. 방대한 농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기술, 작물 생육의 모니터링하

고 식물의 영양 결핍을 탐지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 알고리즘에 기

반해 작물 수확량과 식물의 생육 상태를 예측하는 데이터 가공 기술

은 물론 노지 지도화(Field Mapping), 작물 탐색 등을 포함하는 정

밀농업, 스마트 온실 및 토양 관리, 농업 로봇 등 데이터 활용 기술

도 모두 인공지능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2015년 설립된 영국의 스타트업 모티브(Mothieve)의 토탈 솔루션이 

좋은 예다. 해당 솔루션은 질병을 예측하고, 수확량을 개선하며 작

물에 요구되는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농작물 수확

과 운송 시점도 정확히 알려준다. 현재 농장 근처에 설비를 구축해 

환경 및 토양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 기계 학습 모델을 활용해 

스마트팜 운영을 돕는 모티브는 향후 특수 작업에 로봇을 투입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스마트팜 선도기업인 네덜란드 프리바(Priva)는 원예시설

의 기후환경 측정과 공정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왔다. 조명관

리, 온도, 습도, 영양 등의 종합 관리에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세

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발상 전환으로 세계 도약 꿈꾸는 

K-스마트팜

-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 농업 조건과 현실에 맞게 최적화된 기술을 개

발해 ‘한국형 스마트팜’을 성장시켜왔다. 2016년에는 원격 모니터링

과 제어로 농업 편의성을 향상시킨 1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상용화해, 도입 농가의 편의성과 생산성이 30% 증가하는 효과를 얻

었다. 2018년에는 ‘지능형 정밀 생육관리’ 즉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이 개발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플

랫폼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 걸쳐 의사결정을 돕는 ‘클라우드 플

랫폼’을 갖춰,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농업인은 물론 ICT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무

인 및 자동화시스템을 실현하는 3세대 모델(수출형)을 완성할 예정

이다. 3세대 모델은 특히 지능형 생육관리모델 등 차별화된 기능 탑

재와 안정된 운용능력 확보로 K-스마트팜을 세계로 확산시킬 모델

로 꼽힌다.  

무농약 작물을 도심에서 생산하는 도심형 스마트팜도 이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7호선 상도역과 천왕역, 2호선 을지로3가역

과 충정로역 등에서 운영 중인 메트로팜이 바로 그것이다. 메트로팜

에서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활용한 인공조명으로 광합성을 돕

고, 자동 순환 시스템으로 물과 필수 영양분을 자동 공급하는 한편 

온도와 습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를 통해 메트로팜 상도역점

에서는 7,043개 화분에서 매일 29.7kg의 무농약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작물하는 ‘오토팜’도 눈길을 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로봇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통

해 매일 3.5kg의 새싹 채소를 수확하고 있다. 메트로팜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 팜메이트는 LG유플러스, LG CNS와 자율제어 및 식품 안

전 이력 관리가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팜’에 대한 실증 작업을 공동

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마트팜이 단순히 농촌에서의 

농업 활성화를 뛰어넘어, 농업 전체에 새로운 비전을 열어줄 수 있음

을 증명한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우리

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K-스마트팜 수출에 힘입

어 우리 농업에 새로운 전성기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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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은 물론 도심 지하철 역사에 
도입된 스마트팜까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농업 스마트팜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우리 농업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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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급속한 확장과 

공간정보(Geospatial Science)의 발달로 인해,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지오 클라우드(Geo Cloud)의 혁신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은 웹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덕분에 

기업가와 과학자, 사상가 등은 시스템이 아닌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서버의 배포나 보안 API 구축 및 확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즉 일의 추진이 한층 

빨라지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격인 AWS(Amazon 

Web Services, 아마존웹서비스)가 출현한 지 어느새 14년이 

흘렀지만 클라우드는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가장 빠른 창구로 통한다. 

공간정보 역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공간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환경이나 사회, 경제 영역 등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기술이 결합한 

지오 클라우드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자.

With the rapid expansion of cloud computing (‘Cloud’) and the 

advancement of geospatial science (‘Geo’) innovation in the 

Geo Cloud is nearing the speed of imagination. The Cloud 

offers web-based services to provide the infrastructure to 

power applications so entrepreneurs, scientists, and thinkers 

can focus on the complexities of the problem they are trying to 

solve. Less time and money are invested in deploying servers, 

building secure APIs, and worrying about how to scale, 

which means a faster iterative process. Despite Amazon Web 

Services launching in March of 2006, the Cloud is the fastest 

way to bring a new idea or product to market.

Geo provides the methodology to address a variety of 

challenges in almost every industry. we can analyze data from 

a spatial perspective that allows us to derive insights between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landscape. let's briefly 

look at some of the things that make the Geo Cloud possibl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of our time.

지오 클라우드의 부상 
The Rise of the Geo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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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공간정보는 지구상의 사람, 장소 및 관련 프로세스를 정보 기술을 

이용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질병 확산 분석에서 전 세계의 토지 황

폐화 상황을 매핑하는 일까지, 공간정보를 이용해 우리는 현상과 

관련한 공간적 맥락을 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에 기반해 다양한 도

전과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발전해왔다. 

그중 ArcGIS Online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매핑 애

플리케이션이다.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매쉬업

(Mashup)과 온라인 맵을 생성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가격까지 저

렴해 누구나 GIS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게 했다. Mapbox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에어비

앤비에서 숙소를 찾을 때, 우버를 사용하거나 스탭챗으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깔끔한 기본 지도 세

트와 오픈 소스 API를 제공해 매핑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세기에 개발된 핵심 기술 중 하나는 GPS였다. 처음에는 미군에 

의해 개발되어 사용되다 1996년에 일반 대중에게 사용이 허용되

었다. GPS 기술은 전 세계의 기업과 과학 연구 기관에 정확한 위

치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지오 클라우드의 발전을 뒷받침했다. 오늘날의 클라우드 컴

퓨팅 역시 이와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전까지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조직에서만 활용하던 지리공간 리소스를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eospatial science

Geospatial science is the discipline that focuses o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understand people, places, and 

processes on earth. From analyzing the spread of disease to 

mapping land degradation across the world, we can analyze a 

phenomenon’s spatial context to make data-driven decisions 

and build effective solutions to challenging problem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evelopments in the technology that 

enables the use of spatial data and decision making across 

industries.

ArcGIS Online is an easy to use cloud-based mapping 

application that allows for the mashup of data and the creation 

of online maps. With it’s easy to use interface and affordable 

licensing almost anyone can jump into the world of GIS. 

You’ve probably heard of Mapbox which powers some of the 

major applications we all use today. If you enjoy AirBnB, Uber, 

or Snapchat, then Mapbox is there helping you find a room, 

catch a ride, or share your location with friends. They have 

created a beautiful set of base maps and an open-source API 

that makes developing mapping applications easy.

One of the critical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20th century 

was GPS. It was initially developed by the US military and 

only released to the public in 1996. It has underpinned the 

advancement of the Geo Cloud to what we see today by 

giving access to 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to businesses 

and scientific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We’re now 

seeing a similar trend with cloud computing. Resources 

that were previously only accessible by organizations with 

significant financial capital and technical skill can be tapped 

into by almost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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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The world continues its move to the Cloud. A recent IDC report 

found that almost half of IT spending will be on the Cloud. This 

deployment model is more cost-effective, reliable, flexible, and 

in some ways, more secure than traditional approaches. 

Previously a fleet of servers would have to be bought, 

configured, and maintained along with developing the code to 

orchestrate and manage that fleet. Now there’s the concept of 

‘infrastructure as code’ where hardware can be deployed from 

the browser or command line using APIs. Other advancements 

like serverless applications and cloud-native databases 

remove the ser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er. You 

get to focus on the essential elements of your business while 

someone else does the heavy lifting. With cloud providers 

providing cost-effective services by economies of scale 

startups can be run for little to no cost. This has removed 

a considerable barrier to entry for many people. Cloud 

computing has democratized access to the compute resources 

required to solve problems.

클라우드 컴퓨팅

전세계는 지금 클라우드 체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IT 관련 지

출 중 거의 절반이 클라우드 관련 분야에서 발생했다는 IDC의 최

근 보고서가 이를 증명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기존 방식에 비해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물론, 믿을 수 있고 유연하고 어떤 면에

서는 훨씬 안전하기까지 하다.  

클라우드가 도입되기 전에는 여러 개의 서버를 구매한 후 잘 작

동하도록 구성하고 관리해야 했으며, 서버 작동을 위한 별도의 코

드도 개발해야 했다. 하지만 클라우드와 함께 ‘코드로서의 인프라 

(Infrastructure as code)’ 개념이 등장했다. API를 이용해 브라우저 

등을 통해 하드웨어를 배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서버 없

는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서버와 관련해 개발자가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 사

라졌다. 서버와 관련된 복잡한 작업은 클라우드에게 맡겨 두고 사

용자는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스타트업의 

경우, 무료 혹은 매우 적은 금액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회

사를 운영할 수 있다. 즉 비즈니스 진입 장벽이 상당 부분 사라졌

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컴퓨팅 소스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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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데이터

모든 정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지오 클라우드 역시 데이터에 기

반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도시와 기관들은 오픈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가치에 눈을 떴다. 모두에게 공개된 오픈 데이터는 투명성

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애플리

케이션 개발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샌디에이고시는 PandA(Performance and Analytics 

Department)에서 개발한 웹 사이트를 통해 수십 개의 데이터 레

이어를 공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시민과 학생, 

기업인 등은 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공사는 물론 범죄발생 위치, 

하수관 위치, 도로 포장상태 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탐색할 수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사례는 한층 글로벌하다. 전세계의 다중 

스펙트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Landsat-8 위성을 통해 이미지를 공

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 기업들은 주력 제품 생산에 위성 이

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아프리카의 기근을 예측하고 

아마존의 삼림 벌채 정도를 감지하며, 중국의 사막화 현상을 모니

터링한다. 인구센서스 역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중요한 데이

터 세트다. 10년에 한번, 전국에 걸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함

으로써 인구 수는 물론 소득 수준, 고용률 등을 수집하고 공간적으

로 분석해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Open data

As with any information system data is the foundation of the 

Geo Cloud. Citie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ve 

realized the value of making data publicly available. This 

increases transparency and jump starts the development of 

new applications by allowing access to information that used 

to be locked away. For example, the City of San Diego has 

made dozens of layers available on an easy to use website 

developed by their Performance and Analytics Department 

(PandA). Concerned citizens, entrepreneurs, and students 

can explore their ideas by tapping into a variety of data 

like pavement conditions and sewer pipe locations to work 

requests and crime locations.

On a more global scale, the USGS makes imagery available 

from the Landsat-8 satellite that collects multi-spectral data 

around the world. Many startups are using satellite imagery 

in their core offerings, and scientists use it to predict famines 

in Africa, detect deforestation in the Amazon, and monitor the 

expanding deserts in China. Census data is another critical 

data sets used in many industries. Every ten years, a massive 

project takes place that gathers a vast amount of data on a 

country-wide scale. Population, income level, and employment 

rates are collected and can be analyzed spatially to help 

uncover the causes of difficul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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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오픈 소스’의 철학은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다. 오

래 전부터 사용되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오픈 

소스가 탄생하기 전까지 전문 애플리케이션과 코드는 유료 이용자

에게만 공개된 탓에 이용자 수가 적었고 이에 따라 발전 속도도 더

뎠다. 반면 일부 현명한 사람들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를 실행했다. Mapbox의 경우, 사람들을 

플랫폼으로 안내하는 매핑 API는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기본 지도 

및 저장소와 같은 다른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누구나 직접 사용하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들이 많아졌다. 처음부터 혼자 모든 것

을 구축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공개한 소스를 활용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있는 덕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보다 빠르게 구현되

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Open Layers, Leaflet, Chart.js 및 GDAL 

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오 클라우드의 공개 철학(Open Philosophy)을 이야기하

려면 OpenStreetMap(OSM)을 빼놓을 수 없다. OSM은 가장 먼저 

시도된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구글 지도가 나오기 전부

터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데이터 퀄리티 면에서도 구글 지도에 

뒤지지 않는다. 수천 개의 회사와 조직들이 OSM을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세계적으로 2백만 명의 사용자가 업데이트

하는 덕분에 OSM은 정확하고 빠르게 변화를 반영한다.  

Open source

The open source philosophy has been a game changer. It’s 

been around for some time now, but its value to our lives 

can’t be overlooked. The old way of doing things stifled 

innovation since specialized applications and code could only 

be accessed by those that could pay.  Some smart people 

figured out that by having a transparent code base, you could 

yield a better product while enabling alternative business 

models. Mapbox has an open source mapping API that brings 

people to their platform while monetizing other services like 

base maps and storage.

These days dedicated people and volunteers build software 

that anyone can use (and contribute to) so that an idea can 

get off the ground quickly. Instead of building everything from 

scratch, the effort of other’s can be leveraged and help you 

get further than otherwise possible. Open Layers, Leaflet, 

Chart.js, and GDAL are just a few of the tools available for 

free. Lastly, one can’t talk about open philosophy in the Geo 

Cloud without mentioning OpenStreetMap. This was one of the 

original open data projects and preceded Google Maps and is 

comparable in terms of data quality. 

Thousands of organizations use OSM as a critical input into 

their operations. With over 2 million users making updates 

around the world, Open Street Map is up-to-date and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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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 인터넷에는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한 가

지 확실한 것은 정보 확산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가장 탁월하다는 

점이다. 웹 사이트와 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각자 발견한 

지식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고, 예전에는 몇 시간만에 알아

냈던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등에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

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상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는 보다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

식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 도구다. 

Community

As we have all experienced the internet has its pros and 

cons, but when it comes to spreading information, it excels. 

Many websites and blogs enable people to share their 

discoveries and knowledge with the rest of us. Something 

that would have taken hours to figure out can be looked 

up and tested. Of course, you don’t want to rely on Google 

to solve your problems, but it keeps you from getting 

bogged down trying to solve a frustrating technical issue. 

This enables people  to move quickly, learn alternative 

approaches to problems, and save some serious ‘banging 

my head on the wall’ time.

지오 클라우드가 왜 중요한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오 클라우드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며, 발전

해야만 한다. 급속한 도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후유증부터 질병 

퇴치에 이르기까지, 지오 클라우드는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요소들

을 통합해 사용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자본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

다. 비용의 장벽을 낮추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유 공간을 확대 

한다면 수백만 명이 공간정보를 적용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솔루

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오 클라우드가  

인터넷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

다. 현재까지 최단 시간 내에 가치를 10억 달러로 끌어올린 회사가 

다름아닌 전기 스쿠터를 찾아주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 스타트업

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우리 곁에 바싹 다가온 

지오 클라우드 기술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즐거움도 선사할 것이다. 

Why it matters

Over the next few decades we can expect a lot more from 

the Geo Cloud-and we’ll need it. From the challenges of 

rapid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to fighting disease 

outbreaks, the Geo Cloud will help us understand and solve 

these problems. Bringing together all the components we 

looked at, we can create solutions that will benefit the world, 

and they won’t come from only those with money and power. 

With financial barriers reduced, places of sharing established, 

and a spatial methodology to apply millions of people can turn 

their ideas into real-world solutions. We can expect the Geo 

Cloud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technological landscape 

for decades to come. Right now, the fastest startup to reach 

$1 billion in valuation has a map at its core to help you find an 

electric scooter that makes your day a bit easier (or fun). The 

Geo Cloud era is here, and it will help us navigate the future 

and have some fun along the way.

https://thegeocloud.com/the-future-of-geo-is-in-the-cloud/

The GEO CLOUD 2019년 5월 22일 기사 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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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의 

혁신을 만들어가는 

FIRST MOVER 

(주)무한정보기술 

‘혁신(革新)’은 ‘가죽(革)을 새롭게(新) 

만든다’는 뜻이다.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된다고 말하는 이유다. 

(주)무한정보기술의 배경록 대표와 

직원들은 그 고통을 기꺼이 즐기는 

중이다.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노력을 통해 지능형 공간정보 시대를 

열어가는 선도자, 우리는 그들을 

‘FIRST MOVER’라 부른다.

W 박향아 자유기고가 P 안용길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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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오늘 대신 더 나을 내일을 택하다 

‘FIRST MOVER’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과감히 도전장을 던질 줄 아

는 선도자다. 우수한 기술력과 실력은 기본이며, 창의적인 생각과 도

전정신은 필수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일인 만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치열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주)무한정보기술이 바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지능형 공간정

보 솔루션을 만들어나가는 공간정보산업의 ‘FIRST MOVER’다. 2015

년 출범한 젊은 기업이지만 누구보다 빠르고 단단하게 성장을 이뤄

가고 있다. 인공지능기반 균열분석프로그램을 포함한 6건의 지적재

산권과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행복한 중기경

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배경록 대표는 18년간 공간정보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5명과 함께 (주)무

한정보기술을 창업한 것이 2015년이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

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해오던 일을 지속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배경록 대표의 선택은 ‘안정적인 오늘’이 아닌 ‘더 나

은 내일’이었다. 

“우리는 모두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정보

화한 것을 공간정보라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산업과 시스템에 공

간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간정보 전문가들

이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 도구

의 역할만 하는 거죠. 저는 공간정보 전문가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무한정보기술을 창업하면서 ‘도구’가 아닌 

‘주체’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주)무한정보기술은 AI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했다. 생애 전환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주변 공공인프라의 
노후 정도를 정확히 진단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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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다 

배경록 대표는 공간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이어가되, 작은 부

분일지라도 신기술이 추가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신생 회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뛰어난 실력과 뜨거

운 열정을 가진 직원들이 있기에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AI(인공지능)과 공간정보를 결합한 지능형 공간

정보 서비스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무수히 많은 인프라로 채워

져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인프라는 1970년대에 구축되었다. 그만큼 

노후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배경록 대표는 공공인프라

의 노후 정도를 정확히 진단해 안전성을 유지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 

“사람도 생애 전환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해야 하잖아요. 교량, 도

로 시설, 상수 시설 등의 공공인프라도 점검이 필요한 생애 전환주

기가 있는데, 그 주기를 대략 30~40년으로 봅니다. 우리 주변의 수

많은 인프라가 전환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정밀하게 

진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뜻밖의 순간에 인프라가 붕괴

될 수도 있어요.”

(주)무한정보기술은 드론과 차량을 이용한 로드뷰, 정사영상(좌표계 

변환 등 보정된 항공사진), Point Cloud(자율주행차를 위한 고정밀지

도의 세밀한 도로, 지형정보를 3차원으로 취득하는 점군 정보) 등을 

통해 광범위한 규모의 국토, 환경, 시설 등의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했

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도시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노

후화에 따른 위험성을 정밀하게 진단함으로써 안전한 공간을 만들

어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I 균열분석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공간 

(주)무한정보기술의 지능형 공간정보 시스템은 현재 ‘도로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과 관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근 안전하다고 생

각했던 도로가 함몰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고, 서울시는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서울 시내 전체 도로에 대한 진단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주)무한정보기술은 정확한 함몰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

는 예측 시스템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구축했다.

“기존에는 사람이 육안으로 도로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도로의 균열 정도를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한 곳을 

먼저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현재의 도로 상태만으

로 앞으로의 위험성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

하는 교통량과 차량의 종류, 도로 노후의 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

라 노후화의 속도도 달라지니까요.”

(주)무한정보기술이 개발한 ‘AI 균열분석시스템’은 AI를 기반으로  도

로, 구조물 등 시설물 촬영정보를 이용하여 도로의 균열정보를 자동 

판독하고 균열 심각도와 균열의 종류에 따라 보수공법, 예산 수립, 우

선순위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

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

간은 줄어들고, 진단의 정확성과 도로의 안전성은 월등히 높아진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도로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의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

는 공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됐을 때, 이를 바탕으로 안전

한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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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한정보기술의 가장 큰 경쟁력은 함께 하는 직원들 

(주)무한정보기술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 중 가장 넓

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인 산림, 해양, 농업을 다음 목표로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 중인데, 그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스마트파밍(Smart 

Farming)’이다. 스마트파밍은 농산물 생산량이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현대적 기술을 적용하는 영농 개념이다. 배경록 대표는 여기에 

지능형 공간정보 기술을 접목해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저

희는 AI 드론을 이용해 전국의 농경지에서 어떤 농작물이 얼마나 재

배되는지를 촬영하고 판독하려고 해요. 여기에 토양, 날씨, 성장 속

도 등 농경지에 대한 빅데이터가 더해지면 앞으로의 생산량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능형 농작물 관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플

랫폼을 통해 공유하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사고팔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간정보산업의 혁신을 이루고자 지난 2015년 창업해 지금까지 끊

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온 (주)무한정보기술. 배경록 대표는 지난 5

년간 이룬 성과 중 가장 값진 것은 “실력과 열정을 두루 갖춘 직원들

의 성장”이라고 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직원들이야말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정보산업의 혁신을 꿈꾸며 회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급함과 불안함이 컸어요. 하지만 창의적인 사고

와 망설임 없는 도전정신, 실력과 열심을 갖춘 직원들이 있기에 설레

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안에

서 각자의 꿈을 키우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 멋진 동지들과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무한정보기술의 지능형 공간정보 시스템은 현재 
‘도로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과 관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도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과 도로의 안전성은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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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부산 유일의

공간정보 기술전문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과

부산과학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 

곽재하 학과장은 “공간정보는 

물과 산소처럼 우리 삶 속에 

스며 있는 필요한 정보를 다루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토목과에서 

드론공간정보과로 학과명을 

바꾼 것도, 교육과 실무를 

아우르는 교육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최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바로 이 

정의에서 비롯한다. 부산 유일의 

공간정보 전문학과에서 전국 

최고의 공간정보 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부산과학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를 찾아 꿈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W 이경희 자유기고가  P 안용길 사진작가



6161SPATIAL INFORMATION QUARTERLY MAGAZINE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출발 

사회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분야는 다양한 변화

를 요구받아 왔다. 특히 전국에 있는 토목과 지적학과 등은 속속 학

과명과 커리큘럼 등을 바꾸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했다. 부산과

학기술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과의 탄생 역시 마찬가지다. 1983년 토

목과로 시작했지만 선호도와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전신이었던 토목과는 1983년에 시작해 2018년까지 35년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토목 분야에 대한 인기가 점점 떨어지면서 선

택의 기로에 서게 됐죠.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인가, 새롭게 도전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어요. 마침내 공간정보와 드론

을 결합한 융합학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드론공

간정보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2017년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해 2018년에 첫 신입생을 맞을 정도로 추진도 빨랐죠. 학과명 변경

과 함께 토목교육의 한 축으로 존재하던 공간정보가 마침내 전면에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1998년, 지적 전공으로 부임해 현재 드론공간정보과의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곽재하 교수의 설명에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났다. 

그도 그럴 것이, 20명의 신입생을 뽑는 2018년 입시에서 부산과학

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는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드론의 

인기가 높아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든 덕분이다. 이후 각 지역에 

드론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며 경쟁률은 좀 낮아졌지만, 부산과학기

술대 드론공간정보과는 여전히 정원은 충분히 채우고 남을 정도의 

입지를 쌓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권역 내에서 유일하게 공간정보에 

드론을 특화시킨 학과라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과

는 2년제 학제에 맞춘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갖췄다. 공간정보구축, 

융합서비스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공간정보 분야에서 ‘구축’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4차산업을 선도하는 드론을 융합해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을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3명의 

교수진은 소수정예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이 학문적 지식과 실무 경

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과 실무를 아우르는 특화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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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공간정보과의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공간정보구축 분야와 드

론 분야, 활용 분야 등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정보구축 분야는 공간정보공학 및 실습, 응용측량 및 실습, 지

형도를 제작하고 지하시설물을 조사 및 구조화하는 공간정보 구축, 

드론사진측량 실무, 지적학 및 관계법규, 지적측량, 토지정보체계,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론 분야에는 드론운용법, 드론조

종연습, 드론영상촬영기법, 공간정보용 드론제작을 위한 캡스톤디

자인 교육이 포함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드론활용기법과 관련 기

초이론을 강의한다. 

“과거에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드

론사진측량'이라고 해서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 수치지도와 영상지

도를 만들어내고 3차원 가시화 모델링을 하는 교육을 합니다. 다른 

한편, 지적 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지적산업기사 자격

증을 취득하여 지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적 관련 수

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학, 지적측량, 토지정보체계, 관계법규 등 

총 4개의 과목을 넣어서 교육하고 있는 거죠. 변화에 발맞추는 것만

큼이나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드론과 공간정보는 4차 산업과 떼려야뗄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분야다. 곽재하 교수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공

간정보진흥원에 열린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던 공간정보의 방향성과 

부산과학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의 방향성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며 

“창의와 융합으로 공간정보를 이용해 의미있고 결과물까지 창출하

는 것이 목표”라는 지향점을 밝히기도 했다. 학문과 실무를 두루 충

족시키겠다는 곽재하 교수와 부산과학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의 이

러한 비전은 지난 2017년,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

성사업(LINC+)에 선정되며 더욱 탄력을 받았다. 

“사회맞춤형 사업의 모토는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을 때 

직면하게 될 현장과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형태로 과정을 꾸려 교육을 함으로써, 졸업생들은 협약을 맺

은 업체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공간정보실

무과정」이라고 해서 공간정보구축, 지반정보처리 등의 교육 과정도 

구성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무와 교육의 차이를 줄일 수 있

어서 좋았고 공간정보업체와 지방정보처리 업체 등 23개 업체와 협

약을 맺은 덕분에 취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공간정보과의 다음 목표는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에 선정

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다면 지원 예산을 통해 더 좋은 환

경과 설비, 시설을 구출할 수 있을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교육의 질

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취업률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2학년은 사회맞춤형 사업, 

1학년은 공간정보특성화 사업으로 양립화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팬

데믹 상황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어요. 향후 이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과학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 학과장인 
곽재하 교수는 부산경남 
지역 내 ‘공간정보’ 
혁신가를 자처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학과명을 변경하는 데 
적극 나섰고, 드론을 
활용한 융합교수법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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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간정보의 가치 

부산과학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의 역할은 비단, 학교 내 인력 양성

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공간정보의 가치를 지

역사회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3유형 학습자를 모집해 일반 재직자들, 실업자들,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경력단절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 공간정보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수강생 15명 중 5명은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1

차 필기시험(1명)에 합격했다. 관련 학과를 안 나왔거나 고졸인 수강

생들이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돕고도 있다. 또 오는 10

월에는 드론사진측량 전문가양성과정을 열어 드론사진 측량의 모든 

것을 교육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

한 활동도 시작했다. 

“최근에 부산 북부경찰서와 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드론 SKY순찰대’를 발족했습니다. 향후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경찰관 진입이 불가한 지역의 수색 활동 등에 대한 협

조 체계를 구축하게 될 거예요. 드론을 이용한 감시와 수색은 지상

활동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곽재하 교수에게 공간정보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의 숙고가 길어

진다. 그리고 “물과 산소처럼 우리 삶 속에 스며 있는 필요한 정보

를 다루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유추되는 결과물들이 무

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드론, 3D 스캐너 등 보

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 그 결과치를 잘 도출할 수 있도

록 학생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2018년 학과명 변경 후 이제 막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지만, 멀지 않

은 미래에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 전문학과로 성장하겠다는 부산과

학기술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과. 선택과 집중, 창의와 융합으로 업계

의 리더를 키워내겠다는 비전과 함께라면 오래지 않아 목표를 달성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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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의 시작, 

데이터 라벨링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추진함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을 가속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그중 비정형 데이터를 

컴퓨터의 언어로 변형하거나 가공하는 

데이터 라벨링 시장의 규모 확대가 특히 돋보인다. 
W 이영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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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이름 붙여 AI 학습 시키는 데이터 라벨링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3D 프린팅 등 중 가장 첨단 기술은 인

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인프라

로서 거의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과 융합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1)

이러한 AI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 중 하나로 데이터 라벨링

(Data Labeling)을 꼽을 수 있다. 데이터 라벨링은 기계학습에 필요

한 데이터를 수집·분류·가공하는 작업으로, 수동 또는 소프트웨어

를 활용해 이루어진다. AI에서 데이터 라벨링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특히 컴퓨터에게 정답(Labeling)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한 부

분이다. 즉, 비정형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변형

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데이터 라벨링이다. 

예를 들어 여러 이미지 중 꽃을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

해 이미지 데이터 셋에서 해바라기, 장미, 튤립 등의 객체에 라벨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의료 문서에서 질병의 이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문서 데이터 셋에서 질병 관련 단어를 

강조해 표시해야 한다.(2)

자율주행 차량용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에도 데이터 라벨링

이 사용된다. 자율주행차는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외부에 있는 물체

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 라벨링은 자동차의 인공지능이 

이러한 물체 또는 데이터 포인트의 주요 특징에 라벨을 지정하고 이

들 간의 유사점을 찾아 사람, 거리, 다른 자동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세계적으로 데이터 라벨링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

사 기업인 커그니리티카(Cognilytica)는 데이터 라벨링 시장 규모가 

2018년에 5,835억 원을 넘어섰고, 향후 2023년에는 1조 4,000억 원

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다른 글로벌 리서치컨설팅회사인 그랜

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라벨링 툴(Tool) 시장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6.9% 증가

해 규모는 4,700억 원에 달했으며, 2027년에 약 3조 원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5)

출처: crowdworks 홈페이지(3)

Image Works를 활용한 데이터 라벨링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출처: 아주경제 홈페이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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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댐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AI가 사물간 연관

성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나섰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특히 한국정보화진흥

원(NIA) 주관으로 추진 중인데, 150개 세부과제(그룹과제 43개)로 구

성되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어음성, 글자체이미지 등 범용

데이터와 법률, 특허 등 전문분야를 포함한 총 21종 4,650만 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4.4천여 명의 개발자들이 이를 활용해 

1.7만여 건의 지능화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7)

그중 AI 스타트업인 스트라드비젼(StradVision)은 자율주행차량 구

동에 안전성을 보장하는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SVNet 

External’을 개발하여 교통표지판, 사람 및 차량 등의 외부 객체를 정

확하고 신속하게 탐지 및 인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도 AI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AI의 하위

분류 중 하나인 지리정보 AI는 지리정보시스템이 지닌 정밀성, 그리

고 AI가 지닌 면도날 같은 분석 능력과 솔루션 기반 접근성을 겸비한 

기술로 속칭 Geo AI로 통한다.(9) 

공간정보와 AI의 결합인 Geo AI가 보다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데이터 라벨

링 역시 하나의 좋은 도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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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번 그룹과제명
예산규모

(1개 그룹과제당)

농
축
수
산

22
농업영상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23
작물질병해충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24
축산물 품질 및 가축행동영상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25
어류행동 및 개체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농
축
수
산

26
국토환경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27
환경오염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28
환경기타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미
디
어

29
영상내 음성 및 글자인식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30
영상 콘텐츠 이해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31
감정인식 및 요약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32
사람행동영상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33
스포츠 사람 동작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안
전

34
교통안전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35
산업안전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36
CCTV영상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37
생활안전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38
시설물안전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39
안면 이미지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기
타

40
소상공인1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41
소상공인2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42
제조 AI 데이터

(1개 세부과제)
20억 이내

43
기타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차) 주제지정 과제 목록

분야 연번 그룹과제명
예산규모

(1개 그룹과제당)

자
연
어

1
자유대화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2
명령어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3
상황별음성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4
열악환경 음성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5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5개 세부과제)
100억 이내

6
요약 데이터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7
한국어 텍스트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8
영어 번역말뭉치 AI 데이터

(2개 세부과제)
40억 이내

9
중어·일어 번역 말뭉치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10
한국어 글자체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헬
스
케
어

11
소화기계 및 신장계암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12
간췌담도계암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13
체부암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14
신경계질환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15
피부구강계 질환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16
복합 의료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17
진료 및 건강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자
율
주
행

18
주행환경 정적 객체 인지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19
동적 객체 인지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20
정적 객체 인지 AI 데이터

(4개 세부과제)
80억 이내

21
특수객체 인지 AI 데이터

(3개 세부과제)
60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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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에 빠진 바다!

보호와 개발의 갈림길에서

새 가치를 열다

인류가 활용하는 해양은 전체 5% 미만으로 95% 이상이 미개척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에 전 세계 70여 개국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바다에서 찾기 위해 해양공간계획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해양환경공단을 컨트롤 타워로 세우면서 본격적인 해양공간정보 

시대를 알렸다. 바야흐로, 바다가 공간정보에 빠진 것이다.
W 곽한나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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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이란 

선점식 No! 계획하고 이용하라 

-

해양은 깊은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지만, 경쟁자가 없는 시장은 아니

다. 어업이나 양식, 물류, 에너지, 관광, 군사안보 등 수요와 필요에 따

라 얼마든지 다르게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국가 혹은 지역의 첨예

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가 없었던 그동안은 개별 수요가 발생

할 때마다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른바 

선점식이었다. 이용 주체나 행위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

연지사. 우리나라는 특히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보호구역

과 풍력발전을 비롯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여부가 첨예한 갈등을 빚

어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양공간의 특성이나 생태계적 가치를 살

리지 못한 무분별한 개발도 전 지구적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9년 4월, 지속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해양공간계

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국가

가 총체적으로 해양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같은 해 8월에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평가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 해양오염방제 분

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공단을 선정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인가 

공간정보 데이터로 따지는 ‘입지 적절성’

-

“바다는 인간을 정복과 약탈로 유혹하지만, 영리(營利)와 해야 할 일

로 향하게끔 하기도 한다. 대지는 인간을 고정시켜 끝없는 궁핍함을 

맛보게 하나, 바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제약된 세계를 넘어서게 한다.” 

바다에 관한 독일 철학자 헤겔의 정의는 해양공간계획이 지닌 두 날

개를 정확하게 짚는다. 바로 ‘영리’와 ‘해야 할 일’이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보고서1) 에 따르면 오늘날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전 

세계 해양의 부가가치 규모는 무려 1,700조 원에 이른다. 2030년까지

는 그 두 배인 3,4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가가치 규

모만 보자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영리 추구만을 

위해 무작정 바다에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인류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독배를 들이킬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법은 현재 해양용도구역을 9가지(어업활동보호구역, 골

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

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

관리구역)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고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있다.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을 개발하

려면 사전에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중요한 것이 ‘입지 적절성’.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는 객관적인 해양공간정보 데이터에 의한 입지 적절성 판단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양공간정보는 해양공간의 핵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위치정보 기

반의 자료와 분석, 예측을 포함한다. 특히 바다는 해수면뿐 아니라 해

중, 해저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3D 차원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정

보를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바다환경을 추

적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선박 센서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플랫폼도 해양공간정보의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1) <<The Ocean economy in 2030>>, 2016,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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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첨단 기술의 융합 

해양환경공단 공간정보시스템, ‘K-IDEA’

-

IT기술 강국으로 일찍부터 공간정보 기술을 앞당겨온 우리나라는 해

양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공간

계획 수립의 전략적 방향타를 쥐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은 작년 말, 해

양공간정보시스템 K-IDEA(KOEM-Intergrated Data of Ecosystem 

and Assessment)를 구축했다. K-IDEA는 공단이 축적해온 해양오염

사고, 해양보전, 방제, 선박 운영 등의 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한 지

리정보시스템(GIS)이다. 이를 활용하면 해양수질부터 생태, 해양보호

구역, 해양오염사고, 방제자원, 해양쓰레기 수거, 골재 관리까지 다양

한 정보를 시각화한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K-IDEA는 현재 IoT 기반 선박 센터를 활용한 해양환경기초데이터와 

더불어 방제 현장 상황이 담긴 실시간 영상 데이터 등을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향해 고도화하는 중이다. 

또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연계해 공단이 보유한 선박의 실시간 

위치와 항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책도 마련한다.

점점 더 스마트해진다 

해양공간정보의 가치   

-

해양공간은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정보의 보고다. 수온, 염분, 해상풍, 

파랑 등 방대하고 무수한 정보는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3차원, 4차원

의 연속된 정보로 그 가치를 빛낸다. 향후 기후변화 연구 등에 귀중

한 자료로 쓰임은 물론이다. 앞으로 해양예보, 자율운항선박 등 스마

트 해상물류, 스마트 양식장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공단의 

K-IDEA는 현재 내부 업무용으로 활용 중이지만 국토교통부 공간정

보센터와의 연계는 물론, 주요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활용도를 

대폭 향상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평소 해양공간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대

국민 해양환경정보포털서비스(https://www.meis.go.kr)를 주목해보

자. 기존 해양환경분야 5개 시스템을 한곳에 통합한 정보포털로 국가

해양생태조사정보와 다양한 해양관측 정보를 간편한 검색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히 3D 입체영상으로 만나는 해양생태생물과 갯벌 이

야기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만 하는 자녀들을 

위한 흥미로운 학습 자료2)로 쓰이기에 충분하다.

2) 해양환경정보포털>정보공간>해양생물 3D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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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다른나라는?

미국

인류의 해양이용활동이 바다

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유

형)을 확인할 수 있는 누적영

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도를 

제작 중이다.

중국

2015년 구축한 ‘국가 해양

주체기능구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해양공간개발

을 위한 해양주체기능 구조’

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유럽연합(EU)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뿐 아

니라 국가 간 계획도 수립했다(독일, 네덜란

드, 벨기에). 해양공간계획과 혁신성장 관계 

연구, 시행효과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등 제

도 안정화 단계에 도달했다.

싱가포르

드론, 사물인터넷

(IoT), 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지능화 항만

(투아스항)을 추진하

고 있다. 

영국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행정 

거버넌스를 통한 해양공간계획을 완료했다. 

핵심 어업활동 공간을 확인하기 위한 해양

공간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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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도 자율주행차도

블록체인으로 더 안전하게 

KeywordT A L K

인프라부터 에너지 관리까지

스마트 시티를 더 스마트하게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한 정보와 관련한 보안성과 인증 효율성, 비용 절감효과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스마트 시티

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다. 스마트 시티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될 만한 

분야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 시티 공간정보 분야다. 스마트 시티에서

는 사람, 사물이 이동할 때마다 위치정보가 생성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GPS지만, 해킹 위험에 더해 자율주행차나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할 때 물리적 주

소를 놓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FOAM(the Future of Proof 

Location)이다. FOAM은 CSC(Crypto-Spatial Coordinate)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와 빠르게 

융복합하고 있다. 개별 정보를 

‘블록’의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보안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블록체인은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차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W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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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표준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 

시티 내의 인프라에 적용될 수 있다. 스마트 시티는 통신망을 비롯한 기반시설인 인프라층, 

인프라를 통해 정보가 수집되는 데이터층,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비스층 등 3계층으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은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보

안과 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향후 스마트 시티 내 인프라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에

도 블록체인 결합이 필요하다. 최근 스마트 시티에서는 에너지 공급과 관리를 중앙집중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 및 거래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블록

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에너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안성과 공유성 높여 

자율주행의 길을 밝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과 ICT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총아다. 현재 국내

에서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4단계’ 버스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서비스를 성공시키려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람 없이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가 해킹당할 경우 도로 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

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소프트웨어 기업들 역시 블록

체인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해킹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공유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A가 B에 허위 정보

를 보낼 경우, B가 주변에 있는 모든 자율주행차들에게 A의 정보가 거짓임을 알리면 A의 접

근이 차단돼 해킹 위험이 사라지는 방식이다. 데이터 공유 역시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 반면, 데이터 공개와 함께 

다른 기술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아직까지 데이터간 교류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블록체

인의 분산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ty)을 도입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데이터

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도요타자동차는 2017년,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연구를 진

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시가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차 신뢰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 인증체계를 활용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관제센터, 

차량과 서비스 간 송수신되는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위변조가 불가

능한 자율주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 자율주행의 신뢰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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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윤혜식 지음 / 미디어샘 2020년 7월

T A L K Books

비대면 사회의 

생존 무기,

클라우드를 

말하다  

넷플릭스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기 위해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들였으며, SK그룹은 사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

해 2020년부터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 삼

성전자는 2019년 860테라바이트 규모의 삼성 갤럭시 데이터베이스

를 ‘클라우드’로 옮겼다.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챗봇과 같은 기술들도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 움직인다. 아니, 이 기술들은 클라

우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사회가 

앞당겨지면서 원격회의와 원격수업, 인공지능, 챗봇과 같은 미래사회

에나 경험할 듯한 단어들이 익숙할 정도로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비대면사회라는 ‘미래’를 앞당겨 경험

하고 있는 것이다.

IT 첨단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들이 무리 없이 ‘비대면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심에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의 생존을 쥐락펴락하는 IT 기술이 ‘클라우드’인 것이다. 

클라우드의 가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대

이동’의 이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말한다. 즉, 기업경영을 

디지털화하여 축적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핵심정보’를 뽑아내려면 

클라우드는 필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은 무엇

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움직이는 것일까? 그리고 클라우드의 IT 기술

들이 기업에게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사물

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비대면사회 기업들의 필수기술인 로

봇프로세스자동화(RPA), 클라우드의 존재 이유 인공지능(AI),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의 IT 기술

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깊이 있게 짚어낸다. 특히 “만약 디지털 기

술의 발전 없이 코로나19 사태가 닥쳤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큰 재앙

이 되었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시점, 이 책을 통해 클라우드

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사회의 윤곽과 전개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Zoom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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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코노믹스

ICT와 교육 혁신이 만드는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

KT경제경영연구소 지음 | 한즈미디어 |

 2020년 7월 30일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예정되어 있

던 디지털 뉴노멀 

시대를 더욱 빠르

게 앞당겼고, ‘언택

트’로 대표되는 포

스트 코로나 시대

에서 ICT의 중요성

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집과 사무실, 학교

와 병원, 시장과 유통, 여가와 라이프스타

일 등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뒤바뀌는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한국형 뉴

딜의 성공해법, ‘코로나 이코노믹스’를 살

펴 보자.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걱정하기보

다 초연결 시대에 차근차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했

듯이, 한국은 준비된 ICT 인프라와 선진적

인 디지털 생활 문화로 그 어떤 국가들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 지금

의 이 경험과 노하우는 먼 훗날 또 다른 위

기가 닥쳤을 때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식과 혜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

란다. 

장벽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장벽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팀 마샬 지음 | 이병철 옮김 | 바다출판사 2020년 3월  

지정학을 바탕

으로 세계사의 

숨은 법칙을 풀

어낸 국제 문제 

전문 기자 팀 마

샬. 30년 이상 

세계의 분쟁지

역을 누벼온 그

가 여전히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물

리적 장벽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여러 사

회적 현상을 탐사했다. 세계 곳곳의 물리

적 장벽의 역사와 현재뿐 아니라 국가와 

도시, 사회와 공동체 내부의 심리적 장벽

을 추적한다. ‘장벽’을 키워드로 인류의 역

사 양상과 국제 사회의 역학 관계, 현대인

의 사회심리학적 현상을 풀어낸다. 중국의 

만리장성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장벽, 

북아일랜드-아일랜드공화국 장벽, 미국-

멕시코 장벽까지 세계 곳곳의 물리적 장

벽은 물론 종교, 언어, 민족, 국가, 소득, 세

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

는 장벽과도 맞닥뜨리게 된다. 그 과정에

서 분리와 배제, 고립과 차별의 정치학이 

낳은 산물인 장벽을 넘어 타협과 공존으로 

향하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시대 데이터 3법 

IT 전문가와 변호사가 쉽게 풀어가는 
데이터 3법

백남정 외 5인 지음 | 지식플랫폼 | 2020년 9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즉 

Da t a (데이터) , 

Ne two rk (네트

워크), AI(인공지

능)이다. 이러한 

DNA 분야가 발

전하기 위해서는 

DNA 3법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

다. 법이 기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

즈니스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쓸모없는 IT 기술

에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IT 기

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법에 대한 오해

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미래를 현재로 가

져오기 위해서는 IT 기술과 법에 대한 함

께 이해가 필요하다. IT전문가와 법률 전문

가가 힘을 합쳐 DNA 3법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다. 테크핀, 보건의료데이터, 인공지

능 등 다양한 IT 기술과 함께 이미 제정된 

DNA 3법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통찰

력은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들에게 꼭 필

요한 내용일 것이다.



N E W S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임	김정렬	사장	취임

출처: 전자신문 9월8일 자 기사 요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9월 8일 신임 사장을 맞았다. 공사 20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정렬(金正烈) 사장은 9월 8일 본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만나 “LX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

로 디지털 뉴딜의 싹을 틔우고 가꿔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을 직원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사람 중심 투자를 강화해 적재적소에 능력과 역량을 결

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속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헤쳐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렴성을 강화하고 투명

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

는 것”이라며 그동안 임직원들이 뿌려놓은 디지털 뉴딜의 싹을 키

우고 가꿔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함께 완성하겠다는 포

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2020년 9월 1일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신임 

김정렬 사장은 영국 웨일즈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가천

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

관을 역임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출처: 뉴스1 9월15일 자 기사 요약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된다. 

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인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스

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자료로 국

가 차원의 집중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분야다. 이에 국토교

통부는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5회째에 접어든 공모전은 그동안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자금·사무실 및 사업 운

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예비창업

자와 창업기업 부문별 6개팀 총 12개팀을 최종 선발한다. 수상자들

에게는 상장과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사무실과 컨설팅 등 

창업지원 기회가 부여된다.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는 홍보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발주처 설명

회, 기술피칭데이 등에 초청해 수요자와의 매칭 기회도 제공할 예

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한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생태계가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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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IT인프라	

클라우드로	전환된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9월 16일 자 기사 요약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전환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으로 분산 운영 중인 공공 정보시스템을 전문성·효율

성·안전성을 갖춘 데이터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 이전 △개

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

한다. 소규모 전산환경을 클라우드 통합운영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 정

보시스템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민간 클라우드와 공공 데이터센터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전해 통합하기로 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지능형 기술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고 민간의 혁신적인 디지

털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정보시

스템 현황을 전수조사해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취합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중심의 디지털정부를 국민이 체감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정부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안전하고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지역	산학협력에	10억	원	추가	투자

출처: 신아일보 8월 20일 자 기사 요약

지난 2018년부터 전북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3년간 총 80억 원 규

모의 과제를 추진해온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8월 8

일 10억 원 규모 자유과제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지

난 5월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10억 원 규모 8개 지정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선정된 기관은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전북

도 내 3개교다. 이번 자유과제는 ‘사업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사업화 부문에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가축사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외 2건의 과제가 선정됐으며, 사회문제 해

결 부문에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인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위한 기

법 과제’ 외 1건이 선정됐다. 

이화영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산학 협

력을 통해 공간정보 R&D(연구개발) 가치를 창출하고, 대학과 기업

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상생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싶다”며 “전

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을 보태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 O R  R E A D E R S

우정렬 부산 중구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이자 데

이터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왔습니

다. 그런데 공간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도

시 인프라의 상태와 흐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

리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사람들

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파악

해 사람을 읽어가는 기술로서 활용성이 커

질 것 같아 더욱 기대됩니다. 

조한석 의정부 민락동

공간정보 기술이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인

상 깊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위한 수호

천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제의 공

간 속 역사를 발굴하고 오늘의 공간 속 내

일을 발견한다’는 기사 제목처럼, 우리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이 문화재와 융합해 역

사를 지키고 더 밝은 미래를 이끄는 역할

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태완 서울 서대문구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자리잡고 있

는 와중, 다양한 비대면(언택트) 기술의 활

약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지 않

고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니 코로나 이후

에도 재택근무가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간정보가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온 것처럼,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변화하

는 근무환경을 준비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

리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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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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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실 박상기 063-90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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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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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모두 당신의 덕분입니다 

방역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여러분, 

밤잠을 줄여가며 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공무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과 마음을 전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illustration by 가천대 길병원 오영준 간호사(@nursing_story)




	2020 공간정호 가을호 단며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