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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에서
공간지능으로 진화,
인공지능이 만드는
기술의 혁신

인간의 지능과 인간이 만든
지능 장치의 시작
인간의 지식과 지능을 기계에 옮겨 놓고자 하는 욕망의 역사는 기계 장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물시계의 예를 들어보자. 인간이 시간의 변화와 일관성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게 되었
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기계화 하여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알려줄 수 있
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바로 물시계라는 기계 장치이다. 물시계 장치에 내포된 인간의 지식은 기원전
1600년경에 등장할 정도로 고전적이며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인간의 지식을 기계적으로 표현하기 위
한 가장 말단의 요소는 바로 ‘특정 조건 C를 만족하면 A를 동작해라’와 같은 조건(Condition)과 행동
(Action)의 쌍으로 이루어진 규칙(Rule) 시스템이다. 이 규칙을 구현한 기계 장치를 다수의 조건을 측
정할 수 있도록 병렬로 나열하거나, ‘A가 동작하면 B를 하라’와 같이 종렬로 붙여 나가는 것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면 인간의 지식을 내포하며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이 현대적인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인 기계 장치를 인간의 지식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상상이나 소설 속의 로봇 형태로만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변화의 전기
가 된 것은 1791년 전기가 발견되고 나서도 한참 후인 1904년에 존 앰브로즈 플레밍(John Ambrose
Fleming)이 2극 진공관을 발표한 후이다. 이 작은 전기적인 장치의 조합인 회로(Circuit)를 통해 간단
한 조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해 인간의 지식을 프로그래밍의 형태로
기계에 옮겨 놓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복합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전기 장치이자 최초의 컴퓨터인 ‘콜
로서스(1943)’가 탄생하게 된다. 이때 참여했던 앨런 튜링(Alan Turing)이 1950년에 전기 장치의 확장
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구현해낼 수 있었고, 현재 튜링 테스트라 불리는 인공지능 판단 실험을 제안
한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를 발표하면서 대중들까지 인공지능을 실제 구축할 수 있
다고 믿게 되었다.

W 남광우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옮기고자 하는 오랜 시도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공간정보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인간지능’에서 인간이
만든 지능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역사와 함께 인공지능이 기존의 공간정보 기술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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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인공지능을 통해 생각하는 기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산주의(Computationalism)와 인공신경
망(Connectionism)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계산주의는 인간의 지식을 규칙 회로들의 연결로 커
다란 네트워크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추론하고 탐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앨런 튜링이 생각한 인공지능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는 연결주의로 인공신
경망 접근법은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을 모방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1887년 산티아고 라
몬 이 카할(Santiago Ramon y Cajal)이 골지염색법으로 인간의 신경계가 뉴런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
음을 발견했으며,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뉴런 자체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것만이 실제 인공지능
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접근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산주의는 현재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계장치적 접근법으로 발견된 지식 자체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지능을 구현하는 것이고, 인공신경
망 기반의 연결주의는 일단 어떤 지식이든 내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능신경망을 구축하고, 이후 어
린아이가 말을 배우듯 학습을 통해 지식을 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초기의 시도들에서 인공신경망에 의한 인공지능 구현은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다.
기계 장치에 의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인간의 지식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하게, 초기의 컴퓨팅 기술로는 충분히 큰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없었고 학습에 필요한 만큼의 큰
규모의 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알려진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계산주의도 충
분히 큰 지식망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정 분야의 지식으로 한정할 경우 훨씬 작은 컴퓨
팅 자원만으로도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전문가 시스
템의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IBM의 딥블루와 왓슨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이 성공하게 된 것은 빅데이터를 포함한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인터
넷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컴퓨팅 자원으로 충분히 큰 신경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한
계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묶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컴퓨팅 기술에 의해서
깨지게 되었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크라우드 소싱을 통
해 기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규모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인공신경망의 본질
로부터 내재된 장점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식망은 전문
가들로부터 도출된 지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전문가만이 구축할
수 있는 영역인데 비해, 인공신경망은 일단 신경망을 구축하기만 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
구나 쉽게 학습을 통해 고유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IBM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겼을 때는 컴퓨터 전문가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
던데 비해, 2012년에 ImageNet 경쟁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을 때, 그리고 알파고가 인간을 이
겼을 때는 전문 영역과 관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재 인공지
능의 영역에 컴퓨터 전문가들보다 의학과 생명, 우주와 도시공학, 공간정보 전문가들이 진출하고 있
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Santiago Ramon y Cajal)이
골지염색법으로 인간의 신경계가 뉴런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으며, 단순한 추론이 아니라 뉴런 자체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것만이 실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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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능, 인공지능이 만드는
공간정보 기술의 진화
인공지능의 발전이 공간정보 기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세계적인 기술개발 방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장 근접한 것은 마이크로 공간정보와 동적 공간정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공간정보
구축은 사람이 직접 측량을 하거나 항공 영상이나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사람의 경험적 규칙에 의해
반 자동화 된 형태로 공간정보를 추출해 왔기 때문에 공간정보의 종류를 늘리거나 정확도를 높이고
자 할 때의 비용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결합 사진 측량 장치를 사용한다면 하나의 사진에서 토지의 모양과 위치뿐만 아니
라 시설물의 위치와 사람, 차량의 위치까지 사진상에 인식 가능한 모든 작은 물체에 대한 측량까지
가능해지며, 주기적인 인식을 통해 동적인 변화와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LiDAR와 정
밀 영상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움직이는 공간정보 측량 컴퓨팅 장치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이렇게 구축된 마이크로 공간정보와 동적 공간정보들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은 기존
‘지형·지물’ 공간정보 영역에서 ‘생활’ 공간정보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기반으
로 단순한 공간‘정보’의 제공자 역할에서 공간‘지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비하는
공간정보 산업의 대응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과 영역의 확대와는 별개로 산업을 구성하는 인력 구성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보편화와 함께 공간정보 구축 산업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에는 IBM
이 컴퓨터 회사에서 컨설팅 회사로 탈바꿈을 하거나 모터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기존
의 엔진과 미션을 제조하던 자동차 회사들의 노동자들이 모터와 배터리 공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보다는 비교적 늦을 것으로 예측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지식망은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지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축이

된다. 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기존의 인력 구성을 인공지능 기반의 공간정보 구축에 대비할 수 있
게 변화시켜야 하며 특수한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키는 준비가 꼭 필요하
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비한 공간정보 산업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전문가만이 구축할 수 있는 영역인데
비해, 인공신경망은 일단 신경망을 구축하기만 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학습을 통해
고유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참고문헌
[1] 장병탁,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인지주의 인공지능”, 한국정보과학회지, 제36권, 제1호, pp.17-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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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①

일상 깊숙이 관여하고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과 알고
리즘이 유권자 타깃 마케팅에 이용된 사건과 얼굴 인식에 있어 내재된 어떤 바이러스가 드러났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악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인공지능이 믿을 만한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미 1970년대 제1세대 인공
지능 시스템인 전문가 시스템이 도출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
능의 개념과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
위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머신러닝을 ‘블랙박스 AI’라고도 부른다. 머신러닝은 사용자의 요청에 기계가 알아서 처리하고 응답
하지만 데이터 처리 과정과 왜 그런 결과에 도달했는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설명 가능한 인
공지능은 이것과 대비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신용평가가 아닌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은행 대출이 거부되었다고 하
자. 그 알고리즘이 블랙박스인 경우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혼란스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은행은 왜 이
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으며 고객은 대출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만약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었다면 이런 혼란을 피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제책도 제공하게 될 것
이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속내를 명확하게 보게 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자체
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김동현 한국정보화진흥원 AI·미래전략센터 수석
AI System

2020년, 인공지능을 피할 수 없다. 일상생활 가운데
인공지능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했거나, 얼굴
인식으로 스마트폰 로그인을 했거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친구 소식을 확인했거나,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했다면
인공지능과 만난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길 안내도
잘하고, 듣고 싶은 음악도 틀어준다. 외국어 통역도 곧잘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인공지능은 손님에게 은행이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의사가
질병을 더 정확히 진단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음식을 어떻게 알고
적시에 광고도 한다. 이렇게 이미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해내고 있다.

•AI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
Watson

AlphaGo

•AI가 예측에 성공하는 이유는 뭐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지?
•AI를 언제 믿을 수 있지?

Sensemaking

Operations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정을 하지?

•AI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었음
•머신러닝이 새로운 세대의 핵심기술임
•그러나 머신러닝은 그 속을 알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하기 힘듦

User

14

SPATIAL INFORMATION QUARTERLY MAGAZINE

머신러닝은 제공된 데이터 또는 생성된 통찰력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데 탁월하다. 최근 머신러
닝이 미국인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파악, 대출상환 능력과 스마트폰 충전 행동의 연관성을 밝혔다.
그러나 머신러닝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머신러닝이 학습한 데이터 세트에
편향이 있었다면 그 편향은 머신러닝에게 편향이 아닌 사실이 된다(Bias In, Bias Out). 따라서 설명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머신러닝의 편향을 감지한 다음 제거함으로써 머신러닝과 사용자 간의 신뢰

입력 데이터

감춰진 영역

출력 데이터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임무

AI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
어떻게 성공한 거지?

Training
Data

Machine
Learning
Process

Learned
Function

제안, 추천, 행동

어떻게 실패한 거지?
언제 믿을 수 있지?

사용자

XAI
Training
Data

임무
Machine
Learning
Process

Explainable Explanation
Model
Interface

제안
추천
행동

결론을 내린 이유를 알겠군
성공한 이유를 알겠군

꼬리

귀

눈

실패한 이유를 알겠군
이런 경우 믿을 수 있겠군

설명
출처: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어떻게 수정을 하지?

사용자

출처: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오류가 난 이유를 알겠군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술 접근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기술 접근 방법은 신경

두 번째 기술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한 설명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기술은 정확도는 떨

회로망 노드에 설명딱지(레이블)를 붙이는 것이다. 머신러닝 신경회로망은 수백만 개의 노드로 구성

어지지만 설명력이 높은 의사결정트리와 연계해 모델 간 일치성을 찾을 수 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

된 수십만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 뇌의 구조와 닮아 있고 작동하는 패턴도 유사하다.

능 연구팀은 의사결정트리 기술을 활용하여 딥러닝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추적자’가

긴 수학방정식을 푼다고 할 때 이 문제가 수백만 개의 노드에서 나뉘어서 풀어지기 때문에 개별 노드

포함된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학습시키면서 한편으로

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일어나는지 매우 불투명하다.

의사결정트리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학습한다면 딥러닝의 신경회로망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사결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하 DARPA)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팀은 머신러닝 신경

정트리를 활용해 설명할 수 있다.

회로망 일부 노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세 번째 기술 접근 방법은 신경회로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등 딥러닝 기술을 활용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신경회로망이 고양이를 인식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가

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우선 인공지능이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과정

정하자. 머신러닝 신경회로망은 고양이의 꼬리, 귀 또는 눈과 같은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특정 노드

설명딱지가 있는 소형 모듈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게 한다. 첫 번째 딥러닝 시스템을 훈련하

를 지정하여, 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다양한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설

여 대상을 인식하고 최종결론을 내리게 한 다음 두 번째 딥러닝 시스템을 훈련하여 첫 번째 시스템이

명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그림의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 노드 활성화를 통해

어떻게 최종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게 한다. 이 접근법을 모델 유추 방법이라고도

역추적, 그러한 노드에 설명딱지를 붙였다. 이는 인공지능이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실제로 어떤

한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내부에서 일

형상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계기로 발전했다.

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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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XAI 시스템은
자신이 내린 제안,
결정, 행위가
타당하다는 것을
유저에게 설명

현재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곳은 DARPA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밀정보 및 전
략분석 분야와 무인자율시스템작동 분야에 실무자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신뢰
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연
구의 핵심은 블랙박스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설명 모델’과 사용자(실무자)를 위한 ‘설명 인터페이스’
를 개발하는 것이다. 2021년 4월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들도 앞다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하고 있다. 아마존웹서

Explainable
Model

Explanation
Interface

하고 디버깅과 프로파일, 디텍션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했다. 구글도 모델의 예측에서 각 속성
하고 서비스 하고 있다.

의사결정
제안, 결정, 행위

비스(AWS)는 자사의 머신러닝용 통합 개발 환경 아래 개발자가 맞춤형 머신러닝을 보다 쉽게 생성
(Attributes)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래프 또는 데이터 유형에 따른 맵을 제공하는 도구를 개발

설명

XAI 시스템
XAI 시스템은 유저의 임무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 결정, 행위를 제시

유저는 XAI의
설명을 바탕으
로 의사결정

출처: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내의 경우, 2018년부터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DARPA처럼 의사결정의 이유 제시를 위한 설명 가능한 인터페이스 개발, 의료 및 금융 분야에 적용
가능 모듈 개발 등이 주요 주제이다. 민간기업으로 위세아이텍, 마인드AI 등 인공지능 업체들이 설명

한편 유럽연합(EU)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법, 제도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보보호법(GDPR)은 알고리즘에 의해 행해진 결정에 대해 질문하고 결정에 관여한 논리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와 자동화 된 처리(프로파일링 포함)에만 근거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머신러닝 기술(현재)

예측력과 설명력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신뢰 여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방,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
술은 최종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 업계도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4,500명의 IT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IBM 설문조사에서 응
답자의 83%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정에 도달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인공지능 배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75%, 이미 인공지능을 배치한 사람들의 92%가 중요하
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고 쉽게 전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데이터 세트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상관관계가 미묘하기 때문에 설명 불가능한 경
우도 있을 것이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사람이 대출상환 능력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설
명할 수 있는가? 사람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설명 라벨 붙이기
설명 가능 노드(특정기능)를
찾아서 설명 라벨을 붙이는 방법

설명 가능 모델 만들기
설명력이 높은 의사결정트리와
연계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

모델 유추하기
AI 블랙박스에서 설명 가능
모델을 유추하는 방법

연구개발이 시사하는 바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확
실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솔루션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과 결국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이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과 판단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무자의 역량

출처: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17

18

SPATIAL INFORMATION QUARTERLY MAGAZINE

Opinion ②

요 근래는 인공지능이나 AI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하지만,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인공지능은 낯선 개념일 뿐 아니라 때론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늘 새로운 기술, 개념, 사상은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 성과 또는 사회적 합
의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공
지능이라는 이 놈은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로 인해 딱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십상이다. 지능이니까
사람처럼 뭔가를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요술방망이라 믿는 사람도 더
러 있다. 아직 인공지능을 만드는 길은 꼬불꼬불하고 잡초도 무성한, 많은 사람이 밟아 보지 않은 길
이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몇 가
지 고려사항과 최근 트렌드를 공유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 개념, 사상은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
성과 또는 사회적 합의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동훈 에이아이더 전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금융, 제조,
유통, 공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고객들을 만나곤 한다. 폭넓은 산업 분야만큼이나
고객들의 질문은 다양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인공지능 관련한 고객들의 고민은 대체로 하나의
맥락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쓸만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실제 현장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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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씨앗이 결국 좋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양질의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모두를 놀라게 한
알파고의 성공도 결국
수천 년 쌓여 왔던
바둑 기보라는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첫째, 인공지능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해야 한다. 명확한 문제 정의는 모델 개발의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하다. 문제가 명확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결과 또는 성능도 구체
적으로 수치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 실제로 만났던 두 회사의 질문이다. “아
시다시피 최근 사회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관련 법규의 해석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처럼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인공지능이 전문가
적인 의견을 줄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의 승인 가능 여부와 예상 승인 확률을 덧붙여
서 말입니다.” 모 공공기관의 법률 규제 관련 고위 담당자가 그리는 인공지능의 모습이다. “저희는 차
량 대출을 하는 데 차종이 대략 1,500종 정도됩니다. 하루 수천 건 대출 상담이 들어오는데, 사진 이
미지 두 장을 이용해서 차종, 모델, 색상, 번호판, 파손 여부, 진위 여부 등을 판별하는 인공지능을 만
들 수 있을까요? 현재 직원들이 수기로 하는 작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모 금융기
관 담당자의 인공지능 요구사항이다. 덧붙여 담당자는 인공지능의 예상 성능이 각 분야별로 적어도
97~99%의 정확도가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둘째, 양질의 데이터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양질의 데이터란, 모델 구축에 관련한 내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인간의
말이나 글에서 숨겨진 문맥과
의도를 파악해서 의미까지는
해석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다.

외부 데이터가 폭넓게 접근가능하며, 아울러 데이터 자체의 질적 수준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인공지
능이라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보편적
인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와 다양한 알고리즘들로 구성된 함수의 조합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
니다.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지만 기계는 오로지 가르쳐준 대로만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연산을 하여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를 최소화 해 최적화
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좋은 씨앗이 결국 좋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양질의 데이터는 인공지능
의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모두를 놀라게 한 알파고의 성공도 결국 수천 년 쌓여 왔던 바둑 기
보라는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제 여러 회사를 방문해 보면 데이터 준비 수준은 실로 천차만별이다. 데이터가 전혀 없거나, 있어
도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조금 형편이 나아서 나름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분석 및 모델 구축에는 적합하지 못

일견 두 회사의 요구사항은 별반 차이 없어 보인다.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전자는 법률

한 경우도 허다하다. 공정라인의 설비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제조업 분야

분야의 자연어 처리, 후자는 이미지 처리 영역에 해당한다. 대여섯 살 어린이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

가 대표적이다. 분석 컨설팅으로 시작했다가 제조 설비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

기계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기계

로 추출, 정제, 가공하다 보면 계약한 컨설팅 기간이 끝나곤 한다. 데이터가 대략 분석에 맞는 골격을

로 만들어지는 지성이 인간의 뇌가 사고하는 체계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률 규제 관련 담당

갖추었다 해도 질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값(Value)은 물

자의 요구사항은 자연어 처리와 관련이 깊은데,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인간의 말이나 글에서

론 과다한 결측치(Missing value), 이상치(Outlier) 등이 종종 관찰된다. 적고 부정확한 데이터는 결국 인

숨겨진 문맥과 의도를 파악해서 의미까지는 해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인공지능이 모든

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왜곡시킨다.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결국 모든 단추를 다시 처

“인공지능, 뭐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 데이터 모으는 노가다 작업 아닙니까?” 얼마 전 국내 어느

음부터 꿰게 한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첫 단계도 이와 같다. 따라서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

대기업과 2020년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자리였다. 담당 임원은 물론 팀장과 부서원까지 대

관련 분야의 유사 사례와 연구 등을 참고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의 목표와 계량화 할 수 있는

략 20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한 직원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말했다. 내심 적잖이 놀랐다. 좀 더 먼 미

성능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한다.

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데이터 없이는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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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지, 음성, 자연어 등의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
고 있으며 학습용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도 있다. 그리고 조금만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인터넷에서 예상 외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분명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은 귀찮
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는 좋은 인공지능으로 보답을 한다.
데이터 관련 최근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데이터강화(Data enrichment)가
있다. 데이터강화는 기존 사내 데이터에 다양한 외부 원천인 통신사, 카드사, 온오프라인 마케팅, 공간
정보 기반 등의 데이터를 분석에 맞도록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프로모션에 대한 고객 반
응률과 전환율 제고는 대부분의 마케팅 업무의 주된 관심사이다. 실제 수행했던 한 유통기업 프로젝
트에서도 고객의 구매성향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객 기본 프로파일(Profile) 이외에 구매 이력,
VOC(Voice Of Customer), 상품 및 브랜드 속성정보 등 다양한 정형, 비정형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했
다.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보다 우수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데이터의 식별자(Key)
를 고려한 데이터강화 방식은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력(Insight)을 제공하기
도 한다. 향후 데이터3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와 같은 데이터의 융복합은 더욱 확대되리라 전망된다.

셋째, 모델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잘 선택해야 한다. 적정한 모델은 이미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데이터
가 보여주는 특성에 기반하여 찾아져야 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분석기법 대비 기계학습(Machine

조지 박스가 말했듯이, 알고리즘이니 모형이니 하는 것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참고 방식이지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 없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쓸만한 인공지능 수준이 될 때까지 여정을
지속해야 한다.

learning)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에 많이 이용된다. 눈여겨볼 트렌드 중 하나로 바로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 딥러닝은 기계학습 모델 중에서 다수의 층이 있는 신경망
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일반 기계학습 모델과 달리 데이터 자
체에서 분석에 적합한 특징을 스스로 추출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2012년 국제적인 영상인식시스템
의 성능을 겨루는 대회에서 딥러닝 기법을 사용한 팀이 우승했는데,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세상을 놀

듯이, 알고리즘이니 모형이니 하는 것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참고 방식이지 절대적인 정

라게 했다.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

답이 될 수 없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쓸만한 인공지능 수준을 얻을 때까지 여정을 지속해야 한

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새삼스레 알파고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자율주행, 영상진단, 음성인식

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지능도 함께 자라는 것처럼 말이다.

및 복제, 제조 사례에서 공정제어 등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례에서 딥러닝 기법이 폭넓게

미국의 한 대학교에 수십 명의 학자들이 모여 들었다. 그들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꿈꾸었고, 이름을

적용되고 있다.

고민하다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때가 한국은 아직 전쟁의 상처가

마지막으로 훈련, 튜닝(Tuning)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모델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모델

채 아물기도 전인 1950년 중반이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적혀

탐색과 선정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다. “모든 모델은 틀렸다. 그러나 몇몇은 유용하

있다. 사람처럼 무엇이든 척척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

다(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영국의 통계학자 조지 박스(George Box)가 한 말

이 기계에 지능이라는 생기를 불어 넣는 노력을 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이다. 분석 모델을 바라볼 때, 시계열(Time-series) 데이터나 분류 문제에서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몇

일각에서는 인류의 모든 지성을 합친 것보다 우수한 인공지능인 특이점(Singularity)이 도래할 시기를

몇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다. 이들 중 몇 개 골라서 강력한 성능을 가진 컴퓨터로 훈련시키면 뚝딱하

점치기도 한다. 인류는 달을 보고 우주를 동경했고 이제는 화성에 인류를 정착시키는 꿈을 꾼다. 광

고 훌륭한 인공지능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이는 소 발에 쥐 잡는 격이다. 상당수가 초기 목표한 성능

대하고 가혹한 우주 공간에서 한 번의 비행만으로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달에 우

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 때는 데이터를 다시 바라보면서 데이터가 드러내는 특성에 맞는 알고리

선 정착지를 만들고 이를 경유지로 점차 더 먼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 반세기를 꿈꿔오던 인공지능이

즘을 재차 고민해야 한다. 결정경계(Decision boundary)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알고리즘의 하이퍼파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구에서 달로, 달에서 화성으로, 더 먼 우주로 도약하려

라메터(Hyperparameter) 튜닝만으로는 극적인 모델 성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조지 박스가 말했

는 인류처럼 인공지능의 수준도 이처럼 진보하기를 기대해본다.

23

24

SPATIAL INFORMATION QUARTERLY MAGAZINE

Opinion ③

인공지능이 지구 환경을 이해, 분석 및 예측하고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점점 더 많이 활용되
고 있음은 최근 다양한 국제학회에서의 연구 발표 트렌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2010년대 들어오
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활용 연구 발표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5년 이후에는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그중에서 인공지능과 공간정보가 결합해 전 지구적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여러 연구들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야는 날씨 예측 모델과 인공지능의 융합이다. 10년 전만 해도 기상 예보 및 분석
등은 수치모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많은 과학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치모델을 개선하면서
발전시켜왔다. 일반적인 날씨 예측모델은 크게 초기화 및 입력자료 동화, 물리모델, 후처리 과정 등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들 각 부분에 융합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성자료에서 토양 수분이나 해수면 온도와 같은 모델 입력값을 추출하거나 현장 관측
자료와 모델 입력 자료를 동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물리모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모수화
(Parameterization)가 포함되는데,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조견표(Lookup table)
를 이용한 모수화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물리모델의 결과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보통 시공간적인 편의성(Bias)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공
지능은 다양한 공간정보를 융합해 물리모델 결과물에 대해 편의 보정을 하거나 여러 모델 결과를 앙
상블 하여 결과물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에서는 여름철
폭염 예보와 연계하여 기상청 온도 예보모델 결과를 인공지능으로 편의 보정하여 단기 기온 예보를
개선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치모델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사례도 많지만, 최근 인공지능만을 이용하여 날씨 예보를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구글은 유넷(U-Net)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지상
레이더 정보를 입력자료로 해서 실시간으로 강수량을 예측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물론 개선해야 할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부분이 많이 있지만, 기존의 수치모델이 구현하지 못했던 지역적인 강수 분포의 변화를 보다 잘 모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수년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지난 70여 년 동안 여러 번의 침체기를 겪으면서 현재는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부흥하고 있다. 최근 딥러닝의
대가들은 이 기술 역시 발전하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딥러닝 기법들이
역전파의 형태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 걸음 더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딥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으로 대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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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단편
적인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결과가 좋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고
인공지능은 기후변화 연구에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 지구적 기후감시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갈 길이 멀다.

있는 니노3.4(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 지수를 예측하기 위해 기존의 기후모델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은 활용 도메인(분야) 지식의 중요성이다. 문제 해결

그 예측력이 일 년 이상 유지되도록 한 연구가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네이처(Nature)>에 실리기

을 단순히 인공지능 개발자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해당 문제를 잘 알아야 어떤 인공지능

도 했다. 이는 기후모델과 인공지능 융합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기후 예측 연구에서

방법을 사용할지, 어떤 영향 인자들을 고려할지, 그리고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

점점 더 인공지능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다.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인공

기후변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북극이다.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북극 해빙 감소의 관계는 많은

지능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표현 방식도 매우 중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해빙의 변화가 전 세계,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북반구 중위도

요하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공지능 활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메인 전문가와 인공지능

지역의 기상이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지방의 해빙을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모니터링 하고 예측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법을 접
목하여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소개되었다.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인간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의 빈도와 강도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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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인식기술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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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학교, 모빌테크, 모라이 등 약 20여 개의 관련 대학 연구실 및
스타트업들이 KODAS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인식기술에 대한 연구
를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환경이나 장

차량의 탑재센서는 환경인식센서 5종 16개와 위치인식센서 3종 4

애물 등을 판별하는 인식기술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다. 이러한 기술

개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인식센서는 LIDAR 5대, RADAR 3대, 카메

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다

라 6대, 온습도센서 1대, 조도센서 1대이며 위치인식센서는 GPS/INS,

양한 센서 데이터와 기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

DMI, OBD-II이다. KODAS 데이터 세트 획득 시스템은 차후 센서의

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

확장성을 위해 분산식으로 구축했다. 전체적인 시스템 동기화를 위

이 소요된다.

해 Master PC와 다수의 Slave PC간 인터페이스는 EtherCAT 통신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

로 구축했다. 차량에 탑재한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과 LIDAR-카메

율주행 인식기술 개발을 위한 방대한 KODAS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

라의 캘리브레이션, LIDAR-INS 캘리브레이션 등을 수행했고, 관련

고 이를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

파라미터는 KODAS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획득용 차량 및 센서 구성도

KODAS 데이터 세트 센서 리스트
Sensor Product

Model

Quantity

VLS-128

1

VLP-16

2

LD-MRS

2

BFLY-PGE23S6C

4

BSD Camera

2

Del-ESR

2

Del-RSDS

1

GPS/INS

Ekinox-D

1

1

Odometry

DMI

2

2

In-Vehicle

OBD-Ⅱ

1

1

Temperature / Humidity

UA10

1

1

Illumination / Sun

-

1

1

LIDAR

Camera

5

6

RADAR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 기능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및 변경 시스템 등이고 이 기능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작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도 정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차선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차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또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방 차량을 파악하는 등의 기능이 필요하다. 안전한 레벨 3 자율주행은 그야말로 인식기술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W 임준혁, 조국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Tota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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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각종 인식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딥
러닝 기반 객체 인식기술 개발을 위해 학습 데이터 세트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로 분류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KODAS 데이터

KODAS 데이터 세트는 국내 도로 환경에서 획득된 최초의 결과로

세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인식기술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직접 평가

해외 데이터 세트 대비 3D GT(Ground Truth) 및 프레임 수가 최대

할 수 있다.

40배 이상이다. KODAS 데이터 세트는 이동체 데이터(차량, 보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KODAS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2019년

등)와 고정환경 데이터(신호등, 표지판 등)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11월에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전방

의 속성정보는 획득위치, 측정거리 및 평균속도, 측정시간, 기상(주

영상기반 융복합 인식기술, 전방향 거리기반 융복합 인식기술, 위

간, 야간), 일광(맑음, 흐림, 비, 눈), 신호등(유, 무), 도로유형(고속화

치추정의 세 가지로 분류해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

도로, 시내도로, 캠퍼스, 골목), 복잡도(한적, 보통, 복잡)를 포함한다.

인식기술 개발 저변 확대 및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현재

또한 센서융합 기반 인식기술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

KODAS 데이터 세트는 ‘국가중점데이터’에 선정되어 ‘2020년도 공

된 단일 센서들로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의 데이터를 다수 구축했다.

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인식기술

특히 최신형 128채널 LIDAR(VLS-128) 센서를 국내 최초 도입하여

활성화를 위한 융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구축’ 과제를 수행할 예정

여기서 도출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최신 기술개발에 기

이다. 2021년까지 더욱 풍부하고 고도화 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할

여했다.

전망으로 KODAS 데이터 세트는 인식기술 분야의 발전에 있어 매

KODAS 데이터 세트는 인식기술 평가 시스템도 지원한다. 이동체

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레벨 3’ 자율주행의 안전성

및 고정체에 대한 2D/3D 어노테이션(GT)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을 확보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서막을 열다
-

시스템과 운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기준에 따르면 자율주행모드

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

가 실행됐어도 비상 상황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수 있도록

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

‘경고’ 알람이 울려야 한다. 예를 들어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부는 지난 1월 6일, 이와 같은 레벨 3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도로 공사와 마주칠 때는 즉시 혹은

밝혔다. 이러한 기준은 세계 최초 사례로 이목을 끈다. 이번 안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했다. 만약 충

전기준 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돌이 임박하거나 운전자가 시스템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는 국제 동향과

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

산업과 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의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미국 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자율주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을 때에는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

행자동차 분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 및 판매된 자

대한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도록 했다.

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 속도 조절, 차선 이탈

이와 함께 비상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의 착석

경고 등으로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레벨 1~2’에

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

속한다. 레벨 3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

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

도 주행이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자동차로

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하

분류된다. 다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요청하면 곧바로 운전대

도록 했으며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다. 특히

를 잡아야 한다. ‘레벨 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이고 ‘레벨 5’

이번 안전기준 제정에서는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를 실행하고

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이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를 대신해 차로를 변

다. 따라서 레벨 3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중간 과정으로 평가

경하는 ‘레벨 2’의 수동 차로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

된다.

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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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늘 좋지만 준비는 힘들고 번거롭다.
여행지 선택에서부터 숙소, 식당, 교통수단 등을 두루
알아봐야 하고 낯선 공간을 이리저리 헤맬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해외로 나가면 말도 잘 안 통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공지능과
공간정보에게 불편함을 맡기면, 여행자에겐 즐거움만이 남는다.
이들이 ‘여행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인 셈이다. W 강진우 자유기고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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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여러 가지 준

는 고객에게는 숙소 근처의 쇼핑 장소를 추천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비가 필요하다. 몇 달 전부터 비행기와 숙소

탑승 고객에게는 호텔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항 픽업 서비스를

를 알아보고, 취향에 걸맞은 관광지와 맛집

제안하는 식이다.

정보도 알아봐야 한다. 현지에서의 교통편과

세계적인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는 인공지능을 활

동선 파악도 필수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용해 고객에게 한층 더 안전한 숙소를 제공한다. 숙박업자의 이력을

전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기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휴리스틱스(Heuristics) 알고리즘을 적용해 안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며 매번 상상하곤 한다. ‘누가 내 입맛에 맞는

전 문제나 사기 행위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숙박업

여행을 만들어줄 순 없을까?’ 물론 예전에도 맞춤형 여행 서비스는

자와 투숙객 간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문제 요소를 미리 걸러내는

존재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인

기술도 적용해 공유경제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공지능이 여행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여행지, 숙소, 식당부터 최저가

한편, 국내 여행 스타트업 ‘핫츠고(Hotsgo)’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비행기 티켓까지 꼼꼼하게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현지 이동 동선까

‘핫츠고플랜(Hotsgo Plan)’은 여행 계획 전반을 추천하고 관리해준

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정과 여행지를 등록하면 그에 따른 최적의

‘씨트립(Ctrip)’은 중국의 양대 온라인 여행사 중 한 곳으로, 3억 명

일정표가 자동 생성된다. 시간, 위치, 사진 입력 기능을 통해 분 단

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생산되는 여

위로 일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 장소 추가 시 자동으로 일정이 변경

행 데이터는 매일 50TB에 이른다. 씨트립은 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되는 것은 물론, 구글맵으로 일정표에 따른 이동 동선 파악도 가능

변환, 보다 정밀한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쇼핑을 선호하

하다. 인공지능과 공간정보를 적절하게 결합한 결과다.

여행 준비,
이제 편안하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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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여긴 별로인데
더 좋은 여행지는 없을까?
항공권을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숙소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예약,
변경, 환불 그 어떤 업무도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현지에서도
막힘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
하다

여행 준비를 잘하고 떠났

당 및 길 찾기에 도움을 주며, 한 명의 마케터로

어도, 현지에 가보면 모르

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로즈에 탑재

는 것 투성이다. 이럴 때

된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성격이 고객들의 소비

는 챗봇(Chatter Robot)을

진작에 한몫을 하는 것. 실제로 로즈를 이용한

중심으로 한 여행 비서

투숙객은 일반 손님보다 37% 더 많은 돈을 사

서비스의 도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챗봇은

용했다는 게 호텔 측의 설명이다.

메신저에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

관광지에서 각종 문구를 번역하고 관련 정보

터 분석을 바탕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대화형 정

를 전달하는 서비스도 일상화됐다. 글로벌 IT 기

보 서비스. 자기학습이 가능하고 응답시간도 빠

업 구글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구글렌즈(Google

른 편이기에 많은 기업이 활용한다.

Lens)’로 표지판이나 메뉴를 촬영하면 사진 속 단어와 문장을 모국

‘인터파크투어’는 실시간 인공지능 여행 상담 챗봇 ‘여행 톡집사’를

어로 번역해준다. 관광지의 문화유적이나 특정 물건에 대한 상세 설

운영 중이다. 언어 입력 및 답변 정확도 수준을 80%로 끌어올렸고,

명도 구글렌즈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항공권이나 숙박의 예약, 변경, 환불 등의 빈도 높은 단순 문의는 인

현지인과의 대화도 여행의 유용한 정보다. 부산시는 작년 6월부터

공지능이 즉시 처리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공지능 통번역기인 ‘말랑말랑 지니톡 고!’를 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더 코스모폴리탄 호텔’은 인간과 유사한 성격

상 대여하는 시범 사업을 벌였다. 이 기기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

과 목소리를 지닌 챗봇 ‘로즈(Rose)’를 만들었다. 호텔 투숙객은 이

에서도 한·영·중·일어의 통번역을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사진 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메신저 혹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수

영을 통한 이미지 번역, 여행지 정보 제공, 와이파이 핫스팟 공유 등

있다. 흥미로운 점은 로즈의 활동 영역이 단순한 호텔 안내, 그 이상

의 기능을 제공한다. 현지에서 소통 부족으로 난감해질 일이 점점

이라는 사실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호텔 주변 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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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echnology)과 지식(Savvy)의 합성어
‘테크 새비족’
사로잡은
인공지능 호텔

로 첨단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을 일컫
는 ‘테크 새비(Tech-Savvy)족’이 호텔의 주
고객층으로 성장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
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호텔이 점점 많아

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호텔의 수많은 기기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알아서 제어하는 인공지능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의 호텔 ‘더 싱클레어 오토그래프 컬렉션’은 ‘인텔’과의
협업으로 세계 최초의 올 디지털(All-Digital) 객실을 선보였다. IT 기
술이 접목된 거울 ‘일렉트릭 미러(Electric Mirror)’를 통해 뉴스·날
씨·여행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음악도 재생할 수 있다. 디지
털 키오스크로 객실 온·습도, 차양막 조절, 커튼 개폐 등을 편리하
게 제어하기도 한다.
중국 항저우시의 ‘플라이주 호텔’은 자국 최대 상거래기업 ‘알리바
바’와 손잡았다. 고객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객실의 층과 방
향을 선택할 수 있다. 호텔에 도착하면 키오스크로 신분증과 예약번
호를 확인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 사진은 객실 출입이나
엘리베이터 호출, 헬스장 등 호텔 편의시설 이용 시 안면인식 인증
용도로 활용된다. 객실 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환경 제어가 가
능하며, 음식과 생필품도 주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호텔이 들어섰다. 서울 중구에 있는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의 객실에서는 비치된 가전기기를 음성인식과 터
치스크린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특히 이 호텔은 인공지능 호텔 로
봇 ‘엔봇(Nbot)’을 상용화 했다. 엔봇은 호텔 용품 배달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내부에 담아 안전하게 전달한다.

여행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물리적인 공간

구에 맞춘 길 안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위다. 따라서

목적지를 설정하더라도 여행객에게는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를,

여행과 공간정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현지인에게는 최단시간 코스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며, 공간정보를 여행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인공지능과 공간정보의 결합이 불러오는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접목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의 공간정보 이용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나 또한 그들

많은 IT 기업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단순히 길만 안내해주는 서비스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활용하면 유명 관광지 중심

를 넘어, 사용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의 틀에 박힌 관광코스 대신, 각자의 취향을 고려한 경로 설정이 자

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는 것. 예컨대 유명 여행지에 관광차 들른 사

유롭게 가능해진다. 각 목적지의 정보와 다른 이용자들의 후기를

람과,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엄연히 다른 서비스를 원

사용자의 성향과 비교해 개개인의 마음에 드는 여행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전자가 관광지 중심의 동선을 원하는 반면, 후자는 출퇴근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로드한 여행 기록은 다시 다른 사람

빠른 동선을 원할 확률이 높다.

의 여행 계획 수립에 일조하게 되고, 반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문제는 이 둘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는 것인데, 인공지능은 그 해답

곳을 여행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록을 참조해 보다 알찬 계획을 세

이 될 수 있다. 여행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유명 관광지보다는 특

울 수 있다. 서로의 정보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이 없었다면 꿈꾸지

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오갈 가능성이 높고, 여행객들은 매번 다른

못했을 풍경이다. 이렇듯 여행은 인공지능과 공간정보를 동반자로

목적지를 설정할 확률이 높다. 인공지능은 각 사용자가 그간 쌓은

받아들임으로써 더욱더 편리해지고 있으며, 또한 한껏 풍성해지고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두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요

있다.

2020년
더욱 달라질
여행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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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전자 투표,
에스토니아 사례 읽기
투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대의민주주의 시스
템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장치가 투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받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
행 종이 투표 시스템은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투표 과정에서 여
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유권자가 해외에 머무르거나 장애가 있어
서 이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접근이 어렵고 설사 투표장에 가더
라도 온전한 투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거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또
한 종이 투표는 개표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사람이 손수 개표하다 보면 분실이나 조작 등 각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종이 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과 안전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방식이 바로 전자 투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가 언제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결과다.
에스토니아는 전자 투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기존 전자투표는 종이투표가 갖는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투표 데이터의 입력, 보관, 출력
등 각 단계별 해킹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투표와 개표 시스템 개발자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염려도 완벽하게 해결하기 힘들다.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이 급부상하고 있다. 분산 원장과 해시 함수
등 데이터 무결성과 개방성을 핵심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이 될 수 있을까? 종이 투표와 기존 전자 투표,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가능성을 같이 고민해보자. W 임재완 테크니들 편집장(jaewan@techneedle.com)

국가다.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전국 규모의 지역 선거에 전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밀레니엄 버그 즉 Y2K 사태가 불거지면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투표를 온라인으로만 했던 것

서 전자 투표 결과에 문제점을 야기했다. 미시간주도 2004년 예비

은 아니고 종이 투표와 함께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 하

선거에 전자 투표를 첫 도입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약 5만 명의 유

나였다. 당시 유권자 수는 약 105만 9,000명 정도였는데 정확히

권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9,317명이 전자 투표를 해서 1.85%의 참여율을 보였다. 에스토니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자 투표는 종이 투표의 단점을 보

아가 이렇게 일찍 전자 투표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두

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하는 듯 했으나 해킹과 시스템 불안

가지다. 첫째, 2002년 도입한 전자주민등록 시스템이 큰 역할을

정 등의 문제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지난 2004년 미국방부가 도

했다. 15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었고,

입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Secure Electronic Registration and

덕분에 온라인으로 유권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둘

Voting Experiment(SERVE)’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째, 에스토니아의 작은 인구 규모도 중요한 배경이었다. 에스토니

국민이나 군인들이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는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 사이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로 총인구

것으로 약 620만 달러(한화 75억 원)가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였

가 2020년 현재 약 132만 명밖에 안 된다. 서울 송파구와 강서구

다. 투표권 한 개당 약 7만 3,809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었다고. 이

주민을 합친 정도인 셈이다.

계획을 철회한 결정적 이유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들 스스로

미국 애리조나주도 전자 투표 역사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정치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

있다. 미국에서 전자 투표를 처음으로 시도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제로 당시 이 회사들은 공정한 시스템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

지난 2000년 애리조나주는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를 위해 전

로 단체를 구성했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공공성이나 객관성을 훼

자 투표를 도입했다. 그러나 당시 컴퓨터가 2000년 이후의 연도를

손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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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 시스템 개발을 주력으
로 2019년까지 총 31건의 투표 이벤트에 투입됐다. 유권자가 보아
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이 필수다. 이 애

블록체인이 전자 투표 시스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제 사례

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유권자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사

를 살펴보기 전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부터 들여다보자. 블록체인

진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셀카와 함께 입력한다.

의 핵심은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과 ‘블록(Block)’이라는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은 안면인식 기술과 선거인명부 대조를 통해

개념이다. 본래 회계 용어의 하나인 ‘원장’은 거래 기록을 적어 놓

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한다.

는 수첩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특정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

종이 투표를 할 때 실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

람들끼리 디지털화 된 거래 기록을 복제, 공유, 동기화 해서 동일

을 거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신원

한 원장을 각자가 분산해서 나눠 가지게 된다는 개념이 바로 분

파악이 끝난 유권자는 지문인식을 거쳐 비밀 토큰을 받게 되고 이

산 원장이다.

를 활용해 투표를 마칠 수 있다. 201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이 분산 원장의 개별 정보는 ‘블록’의 형태로 저장하며 각 블록은

해외 거주자들을 위해 중간 선거에 이 기술을 활용했고 31개국에

거래 시간, 거래 참가자 등 거래 정보를 담고, 각 블록은 ‘해시 함

서 총 144명의 유권자가 참여했다.

수(Hash function)’라는 암호화 기술을 통해 연결된다. 따라서 어

한편, 2016년 미국 유타주에서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

느 한 사람이 거래 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추가할 수 없게 되

기 위해 ‘Smartmatic-Cybernetica Internet Voting Centre of

어 거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투표의 맥락에서 보자면

Excellence(Smartmatic과 Cybernetica가 세운 조인트벤처)’의 블

거래 기록은 다름 아닌 특정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줬다라

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 기술이 도

는 기록이 되고,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표를 객관적

입된 첫 사례로 약 2만 4,000명의 주민들이 세계 각지에서 투표에

으로 비밀리에 치를 수 있게 된다.

참여할 수 있었다. 당시 전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전자 투표에 응용한 대표적 회사로 보아

필수였는데 등록한 사람 중 약 90%가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상당

츠(Voatz)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50대와 60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문제들

을 참관인이 직접 감시한다. 그러나 전자 투표는 그렇지 않다. 개
발자가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오류, 조작의 가능성
이 상존하고 이는 언제든 정치적인 분쟁의 대상이 되기 쉽다. 유권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 투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듯 보이지만

자가 아닌 개발자가 과도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며,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마도 이런

결과적으로 투표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유권자의 비밀성이 침

부분들이 해소되면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해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전자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디바이스(핸드폰,

세 번째,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 투표 도입의 취지와 달리 기술 격

컴퓨터 등)가 해킹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의 디바이스가 다른 사

차를 일으킬 수 있다. 즉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람에 의해 조종되고 그 결과 대리 투표를 한다든지, 특정 후보에게

마련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될 우려가 있다. 전자 투

만 표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디바이

표는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스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로는 통제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영역이

명분을 갖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

다. 특히 해외 거주자들의 경우 네트워크 상태나 디바이스 스펙

해서는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사전 등록이나 생체인식과 같은 부

등이 각각 달라 기술적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것이 이론처럼 쉽지

가적인 절차가 뒤따른다. 개표하는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별도의

않다.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장점을 갖고 있

두 번째, 시스템 자체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객관성과 투명성에

고 응용 분야도 미래 지향적이지만, 투표라는 이벤트를 위해서는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기술뿐 아니라 사용자와 업계, 정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회에서 선거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투표와 개표 과정

복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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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던 로봇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섰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반려 로봇, 요리와 청소를
척척 해내는 가사도우미 로봇, 신체 능력을 한층 높여주는 웨어러블 로봇,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인공지능 로봇까지,
나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로봇의 세계로 초대한다. W 강진우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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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동반자’로 자리한 로봇들

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우울증의 완화 수단으로 반려 로봇을 지목하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만큼 반려동

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LG 헬로비전은 장애인 가정의 우울증

물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따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려로봇 ‘감동이’ 프로젝트를 진

른다. 반려동물 노릇을 하는 ‘반려 로봇’은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

행 중이다. 감동이는 치매 예방 퀴즈, 종교생활 지원, 약 복용 및 병

하며 활동 반경을 점점 넓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사양 탑

원 예약 알람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감동이가 전하는 심리 치유

재로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

적 성과도 상당하다.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진의 연구 결과에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지

따르면, 감동이 사용자들의 우울증 지수가 사용 전 1.91에서 사용 후

난 1월 6일, 지능형 컴패니언(Companion) 로봇 ‘볼리(Ballie)’를 공개

1.71로 낮아졌다.

했다. 볼리는 공 모양의 로봇으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다

한편 일본 기업 유카이엔지니어링은 2018년 11월, 고양이 로봇 ‘쿠

양한 명령을 수행한다.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볼리는 집안

보(Qoobo)’를 출시했다. 꼬리와 털이 달린 쿠보는 마음을 편안하게

의 가전기기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다. 침입자로부터 집안을 지키

만들어주는 로봇으로 입소문이 퍼졌는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1년

며, 피트니스 도우미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강아지처럼 주인을 따

만에 1만 대 이상이 팔려 나갔다. 감동이와 쿠보는 반려 로봇이 반려

라다니기에 심리적 안정감과 동반자적 재미 또한 선사한다.

동물처럼 사람들에게 심리적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답답함과 심리적 고립

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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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다

고 상황에 따라 탑스핀과 백스핀을 구현한다. 초고속 이미지 처리 카

사람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로봇도 속속 등장하

메라를 탑재해 상대의 감정과 신체적 특성 및 기술, 라켓 위치와 스

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CES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윙 속도, 공의 궤적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감지한다. 빅데이터 분석으

위한 식당 운영 및 관리 로봇 서비스인 ‘LG 클로이 다이닝 솔루션’을

로 개인별 맞춤 코칭을 제공할 수도 있다.

공개했다. 이 솔루션은 접객·주문·조리·서빙·설거지 등 식당 업

현대기아자동차는 작년 9월, 근로자 보조 웨어러블(Wearable) 로봇 ‘벡

무 전반을 담당한다. 먼저 고객이 식당에 들어서면 접객 로봇이 적절

스(VEX)’를 개발했다. 벡스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다양한 산업

한 자리를 안내하고 주문을 받는다. 셰프 로봇은 주문받은 음식을 조

현장에서 위를 보고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

리하는데, 실제 요리사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한 모션제어

환을 줄여주고 작업 효율성을 높여 준다. 내장된 관절 구조와 스프링

기술과 그릇 및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스마트툴체인

의 결합으로 최대 5.5킬로그램힘(kgf)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성인이

저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서빙 로봇은 완성된 요리를 고객에게 전달

3kg짜리 공구를 들었을 때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다. 착

하고, 퇴식 로봇과 세척 로봇은 그릇 수거와 설거지를 신속 정확하게

용자의 체형과 근력, 작업 용도에 따라 길이와 강도, 각도를 조절할

수행한다.

수 있으며,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

일본 로봇기업 오므론은 인공지능 탁구로봇 ‘포르페우스(Forpheus)’

는 형태로 제작됐다. SF 영화처럼 누구나 로봇을 입고 돌아다니는 시

로 탁구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포르페우스는 인간의 팔꿈치와

대가 머지않은 듯하다.

손목처럼 동작할 수 있는 로봇 팔을 장착, 상대방의 움직임을 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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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치료와 재활도 로봇과 함께

치료에 활용했다. 덕분에 장애 정도가 달라도 로봇이 어린이 개개

로봇은 환자 치료 및 운동능력 향상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높다.

인의 감정과 치료 참여도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었고, 적절히 반

우리나라 IT 기업 로보케어는 개인별 맞춤형 인지능력향상 로봇

응해 ASD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미’를 선보였다. 일상생활과 유사한 상황을 게임으로 만들어 탑

신체 장애를 가졌거나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한 재활 웨어러블 로

재했는데, 덕분에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들은 손자들과 노는

봇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이기욱

것처럼 즐겁게 인지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환자와 건강한 사람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코너 월시 교수 등은 환자용 엑소수트

500명의 인지능력 빅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구성해 치료 효

(Exosuit)를 만들고 있다. 철로 만들어진 기존의 엑소수트와 달리

과가 높다. 국내 대학병원의 로봇인지치료센터에서 사용될 만큼

천과 와이어 등 비교적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를 이용하는 점이 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장 큰 특징이다. 구동기와 관성측정센서로 몸의 무게중심 변화를

어린이들의 자폐스펙트럼장애(이하 ASD) 치료에도 로봇이 투입

파악하고 동작을 보조하는 힘을 지원한다. 이 수트를 입고 힘을

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미디어랩의 오그넨 루도비

측정한 결과, 메고 있는 짐에서 6㎏ 정도를 덜어내는 것과 유사한

치 박사와 일본 주부대학교 로봇이공학과 이재령 교수팀은 딥러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연구진은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용 엑

닝 기술을 활용해 ASD 어린이와 소통할 수 있는 정서 감응형 로

소수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봇을 개발했다. 3~13세 ASD 어린이 35명의 영상·음성·생체 데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춘 개인 맞춤형 로봇은 더 이상

이터를 수집, 모든 데이터를 성별·문화 등의 범주로 분류했다. 이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일상생활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후 어린이의 감정 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학습시킨 뒤 ASD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분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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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보건 재난

Technology and data are crucial

기지국 안테나 vs 앱

These are much more accurate than data coming from cell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in research into COVID-19 and the

Masts versus Apps

towers. That’s because they leverage multiple data sources.

정보가 새로운 희생자가 되고 있다. 개

spread of the corona virus. How we

무선전화 데이터는 기지국 안테나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는 물론 다

Most apps supplement the phone’s GPS data with external

인정보보호 옹호자들은 감시 프로그램

can process data and convert them

수의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기술들을

sources, such as cell towers and nearby Wi-Fi networks. This

이 더욱 강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into valuable information depends

이용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이

way, they can ‘see’ whether someone is at home. Moreover,

아시아는 개인의 위치정보 모니터링을

on the political system and local

동통신 네트워크 회사와 마찬가지로 앱 개발자들도 위치정보를 활

when someone is connecting to a trusted wireless network, one

먼저 실행해 왔으며 EU 회원국들도 스

laws and regulations. Most countries

용한다.

can be sure that it is either work, or the home address. Phones

마트폰을 통해 취득하는 위치정보 사

deploy temporary data harvesting.

Telecom data give a good indication of where someone is, or

also ‘know’ where they are based on nearby bluetooth devices.

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how groups move. This said, radio masts have a limited range,

In addition to the human health

하지만 이런 데이터 수집 활동이 얼마

in cities often only a few hundred meters. This way you can

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개인정보법 가이드라인

drama that COVID-19 causes

나 일시적일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keep an eye on whether people really stay near their house. In

GDPR and the ePrivacy guideline

worldwide, another victim presents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스라엘과 미

addition to telecom networks, app developers also make use of

유럽에서는 건강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 처리에 엄격한 규정이 적용

location data.

된다.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이나 조직들은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없

itself: privacy. Privacy advocates fear that surveillance methods

국에서 통과된 임시 감시법인 ‘애국자법’은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얼

will be stretched further. Asia is at the forefront of monitoring

마나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현재 EU 집행위

individual location data, but governments of EU member states

는 대형 EU 회원국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할 수

위치정보는 무선전화 기지국을 통해 얻는 데이터보다 훨씬 정확하

외가 있다. 그건 바로 특정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 분야 관련

are also increasingly using location data from smartphones.

있는 메타 데이터를 제공해주길 바라고 있다.

다. 앱이 사용하는 위치정보는 다수의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기 때문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다.

But, the future is yet to show ‘how temporary’ this will be. In

이다. 대부분의 앱은 스마트폰의 GPS 데이터 외에도 기지국 신호,

In Europe, strict requirements apply to the processing of health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확산을 연구하는데 있어 기술과 데이터는

effect, temporary surveillance laws in Israel and in the United

인접한 와이파이망 등을 활용해 위치정보를 파악한다. 이 방법을 사

data and location data. Organizations can process health data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 정치 시스템과 법, 제도는 우

States (Patriot Act, 2001) have proven that ‘temporary’ is a fairly

용하면 사람이 집에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군가

under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ithout

리가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내는데 큰 영

flexible concept. Now the European Commission wants large EU

신뢰할 수 있는 무선망에 접속하고 있다면 직장에 있거나 집에 있다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s, with a ‘but’. Only if this is

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시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

member states’ telecom providers to provide metadata to their

는 것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은 또한 인접한 블루투스 장비를 통해

necessary for reasons of public interest in the field of public

고 있다.

users to analyze mobility patterns.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health and when required by specific laws and regulations.

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건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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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작성된 계획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epidemic has triggered an ongoing series of restrictions on

Austria is already relying on the analysis of cellular data to

관리하면서 EU 공무원들이 수억 명의 이동전화에 있는 소위 메타

travel and individual mobility. In this country, ISI Foundation and

contain COVID-19. The leading network operator there, A1,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consumer insights company Cuebiq collaborated to make a first

passed on anonymized data to the government. Here, too, we

On March 23rd, the European Commission urged some of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these interventions.

are dealing with combined data records which, according to

Europe’s telecom giants, including Deutsche Telekom and

They went by mobility flows, individual mobility and contact

A1, comprise at least twenty people. The nine million inhabitants

Orange, to share anonymized and aggregated mobile phone

patterns.

in EU member state Austria should only leave houses and
apartments for good reasons, for example for work or for urgent

big data. Across the region this should help predict the spread

errands, such as the purchase of food.

of the virus. The draft plans would allow the Commission to

연구는 스마트폰 앱 및 위치정보 수집 소프트웨어의 분석을 기반으

manage how the data was used, and give EU officials control

로 결론을 도출했다. 분석 데이터는 소비자여론조사 회사의 특정 프

over so-called metadata on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s

로그램에서 가져왔다. 연구진은 지역간 교통 흐름 변화, 사용자의

경찰은 공공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mobile phones.

평균 이동거리와 사용자의 공간적 근접성을 측정했다.

모바일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이동 데이터는 이동 제한 이전의 이동

Conclusions were based on the analysis of smartphone apps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평균 40~50% 줄어들었다고 한다. 오스트리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전자개인정보법도 이동전화의 위치정
보 사용에 적용된다.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바이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정보가 해킹을 당하거나 악용될 경우 EU 고위

and location-data collection software. The data came from

아의 이동 제한 조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데

러스 발생과 관련해 위치정보를 익명화 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관료가 막대한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진전

Cuebiq’s Data for Good Program. They measured changes in

이터보호주의자들과 야당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 받고 있다.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다. 브르통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traffic fluxes between provinces, in the average distance traveled

Police controls should ensure that there are not many people

In addition to the GDPR, the ePrivacy Directive applies to the

“우리는 국가별로 하나의 거대 운영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by users and in the spatial proximity of users.

in public spaces. When comparing current movement data with

use of location data of mobile phones. In the context of the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작업을 시작해 매일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coronavirus outbreak,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has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EU 지역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

연구원들은 이번 연구가 다른 EU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의 모델러

shown that the movement radius of citizens has shrunk by

recently emphasized the need to anonymize location data or

개인정보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고위관료들은 이번 활

및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행과 사회적 통

an average of 40 to 50 percent. The measures in Austria are

obtain prior authorization.

동에 유럽데이터보호 감독관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일반화 되고 있는 지금 특히 유용할 것이

controversial and are strongly criticized by data protectionists

That would represent a significant step for Brussels, as it

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을 업데

and the opposition in Austria.

그 결과, EU 회원국 정부와 시장은 개인정보 친화적인 대안을 선호

would make the EU executive liable for any hefty fines if the

이트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권한을 기반으로 작

those prior to the exit restrictions, the mobile data should have

digital information was hacked or misused. To Politico, Breton

The researchers state that their results can be helpful to

독일

동하는 앱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종료된 직후 위치정보를

explained: “We will select one big operator by country. We want

modelers and policymakers of other EU member states and

Germany

삭제하는 앱이다.

to be very fast and follow this on a daily basis.” The Commission

worldwide. This is especially true now that travel and social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As a result of which, EU member states’ governments and market

insisted the operation would respect the bloc’s GDPR and

restrictions are becoming more common on a global scale. The

동전화의 모바일 데이터 또는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할

parties are prone to look for privacy-friendly alternatives. Good

e-privacy legislation.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analysis is updated daily as new data becomes available.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몇 주 동안

examples for this are apps that work on the basis of permission.

would also be involved, the EU executive added.

Or apps that delete location data immediately after the COVID-19
has come to an end.

이탈리아

토론이 있었다. 도이치텔레콤은 국가보건기구인 로베르트코흐연구
오스트리아

소를 도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을 돕고자 했다. 이를

Austria

위해 도이치텔레콤은 익명 처리된 고객 데이터 일부를 연방 당국에
오스트리아는 이미 코로나19 전염병을 포함하는 기지

이미 무료로 제공했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넘겨받길 원하는 EU 집행위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최초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

국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For weeks there has been a discussion in Germany about

Commission wants carriers to hand over mobile data

해 여행 및 개인 이동에 대한 제한을 시작한 나라다. ISI

큰 통신망 네트워크 사업자인 A1은 익명화 된 데이터를

whether and how mobile data or user data from smartphones

3월 23일, EU 집행위는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프랑스의 오렌지를

재단은 소비자여론조사 회사와 협력해 이러한 개입의

정부에 전달했다. A1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된 데이터는 최소 20명

can, should or should be used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포함한 유럽의 일부 거대 통신 기업들에게 익명으로 집계된 휴대전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동 흐름, 개별 이동 및 접

이상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EU 회원국 중 하나

corona virus. German telecom provider Deutsche Telekom

화 빅데이터를 공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데이터가 유럽에서 코로

촉 패턴을 분석했다.

인 오스트리아의 900만 주민들은 출근이나 식료품 구매와 같은 필

wishes to support the national health organization, the Robert

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Italy was the first EU member state where the COVID-19

수적인 일이 있을 때만 집이나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다.

Koch Institute (RKI), in containing the coronavirus. For this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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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mobile operator has apparently already handed

에 있는지 주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할 것을 요청한다. 자동 얼굴인

over part of its customer data to the federal authority in an

식은 실제로 사진에 나온 사람이 격리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anonymous form. And free of charge.

이 디지털 검역 검사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여할 경우에는 격리 조사

53

를 위한 경찰관의 방문을 면제 받는다.
로베르트코흐연구소 책임자인 로타르 휠러는 모바일 추적 솔루션을

Poland has a different approach, since the government has

개발 중이다. 최초로 제공된 데이터는 5기가 바이트 규모였다. 이후

implemented a home quarantine application. Quarantined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되었다. 이 데이터는 로베르트코흐연구소 연

citizens can download an app. It asks them irregularly to send

구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더 나은 격리에 대한 새로

a photo in their environment within twenty minutes. Automatic

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이용해 아시아 국가

facial recognition determines whether it is indeed the person

와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개별 시민이나 감염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in quarantine. Participation in this digital quarantine check is

불가능하다.

voluntary, but it does replace a control visit by a police officer.

RKI boss Lothar Wieler is working on a mobile tracking solution.
The first data delivery consited of a volume of five gigabytes.

슬로바키아 정부는 한 차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More deliveries followed soon after. The data will provide

이동전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격리 상태를 확

RKI researchers with new insights into the spread and better

인할 수 있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이고르 마토 비치

containment of COVID-19. However, it would not be possible to

총리의 언급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며 알려졌다. 격리 대상은 코

track individual citizens or infected people, as is done in Asian

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슬로바키아로 입국한 외국인

countries and in Israel.

들이다.
Slovak government is going a step further. It is preparing a

기타 유럽 국가들

law that will allow the government to use phone location data

Other European countries

to check whether corona patients remain in isolation. That said

정부가 자택 격리 조치를 내린 폴란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Prime Minister Igor Matovic on Tuesday, reports news agency

있다. 격리 대상이 된 시민은 격리 대상자용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Reuters. These are people infected with the virus and people

다음 단계: 개인화 된 데이터

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통신망 네트워크에서 직접 이동전화 데이

이 앱은 비정기적으로 통지를 보내 20분 내로 격리 대상자가 어디

who have traveled to Slovakia from abroad.

The next step: personalized data

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논의 초반에 앱을 통한 솔루

로베르트코흐연구소 책임자인 로타르 휠러는 개인 이동전화 데이터

션을 선택했다. 연방데이터보호 책임자인 울리히 켈버는 이동전화

를 분석할 수 있다면 보건 당국의 업무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말

데이터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접근은 개인정보수집에 영향을 받는 사

했다. 그는 기술적인 문제와 법적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합

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베르트코흐연구소에서는

In the discussion about the acquisition of cell phone data via

현재 12개 기관 소속 25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자발적으로 솔루

apps or data directly from the mobile network, experts had rather

션을 개발하고 있다.

opted for a solution via app at the beginning of the debate. The

RKI boss Lothar Wieler said that the evaluation of personalized

Federal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Ulrich Kelber also warned

cell phone data by the RKI could represent an enormous

that deeper access to the cell phone data can only be justified

improvement for the work of the health authorities. Despite

with the consent of those affected.

technical and legal issues. “We think it’s a sensible concept,”
he said. At the RKI, a team of 25 people from twelve different

https://www.geospatialworld.net/blogs/eu-member-states-covid-19

institutions are currently working on a solution on a voluntary

Geospatial World 2020년 3월 27일 기사 전문 게재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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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10년 이상 축적된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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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라는 목표를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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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을 따라가본다.
W 박향아 자유기고가
P 안용길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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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오케이

UOK

지도에 거리를 누비는 즐거움을 더하다

넘어, 우리가 촬영한 데이터 안에 더 풍성하고 자세한 공간정보를

지금은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때 거리뷰, 항공뷰가 너무나 당연하고

담고 싶어진 거죠.”

도 익숙하지만, 2009년 네이버가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항공뷰를 이용해 비행기를 타고 하

육해공을 넘나들며 3D 데이터를 구축하다

늘에서 내려다보듯 원하는 지역을 확인한 후, 거리뷰를 이용해 골목

더 다양하고 정밀하고 생생한 공간정보를 담고 싶은 욕심은 새로운

골목을 직접 다니며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니. 정적인 이미지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됐다. 그동안 쌓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로 만들어진 지도에 익숙했던 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신통한 일이 아

2015년도부터 3D 데이터를 구축, 고도화 된 공간정보 기술을 만들

닐 수 없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딱히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거리

어내고 있는 것. 강성학 대표는 ‘엑스레이와 MRI를 통해 2D 데이터

뷰, 항공뷰를 통해 곳곳을 누비는가 하면, 특정 지역의 풍경을 찾아

와 3D 데이터의 차이’를 설명했다.

보는 일에 골몰하곤 했다. 언젠가 가보고 싶던 지역을 미리 맛보는

“엑스레이는 X선을 통해 뼈, 관절 등을 단면적으로 촬영하는 기술인

즐거움이 꽤 강렬하고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반면, MRI는 자기장을 인체에 통과시켜 근육, 연골, 혈관, 신경 등 몸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은 유오케이가 자체 개발한 촬영 차량

속 구조물을 촬영합니다. 2D 데이터가 사진 촬영을 통해 단면적인

덕분이었다. 좁은 골목길도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의 지붕에는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3D 데이터는 빛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하는 라

360도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디지털 시스템이 장착돼

이다(LiDAR)와의 접목을 통해 고도화 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거죠.

있었다. 이 차량이 전국 구석구석을 촬영한 덕분에 손쉽게 길을 찾

라이다로 취득한 데이터는 좌표값, 차량의 위치 및 특정 건물의 거

고 전국 방방곡곡을 마음껏 여행할 수 있게 됐다.

리를 연산하는 데 사용되어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이버 거리뷰 서비스는 2007년 유오케이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3D 데이터는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점분 데이터’다. 점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2009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후로

촘촘히 모여 실제 모습과 흡사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점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

다 위치, 거리, 시설물의 정보 등 다양한 속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서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저희 역시 앞선 기술력으로 더 나

확보된 데이터는 정밀지도산업, 센서와 지도가 융합된 자율주행자

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동차 지원 시스템, 3차원 도시모델링, 지형과 산림 측량, 소방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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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문화재 조사, 터널 및 교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케이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3D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고도화 된 장비가 필수적인데, 유오케

을 통해 계속해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시스템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거리뷰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꾸준히 촬영

정비센터를 보유함으로써 유지 보수를 포함한 사후 관리의 전문성

장비를 개발해 왔다. 특히 3차원 데이터 구축의 핵심인 유오케이의

을 강화하고 있다.

라이다 촬영 시스템은 육해공을 넘나들며 공간정보를 구축해나가고

한편, 꾸준히 연구해온 VR 기술을 공간정보에 결합해 데이터의 활

있다.

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촬영된 이미지의 GPS를

‘UOK-Land’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지도화 하는데 사용되는 핵

그룹별로 등록하고 지도 데이터와 연동해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

심 촬영 시스템으로, 정확도 5mm 이내의 초고정밀 3D 스캐너 장

이고, 누적된 촬영 DB를 위치 기반으로 추적해 누락 구간 및 신규

비를 장착하고 있다. ‘UOK-Marine’은 한강 뱃길을 따라 서울 도심

촬영 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와 가상 현실의 결합

을 조망하고 도심 건축물과 해상 환경까지 분석이 가능한 선박 3D

도 추진 중이다.

촬영 시스템이다. 또한 ‘UOK-Air’는 최신 라이다를 탑재하고 대한

그 결과 2015년부터 진행된 3차원 데이터 구축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국의 스카이뷰를 생생한 360도 회전 영상으로 구현하고, ‘UOK-

우리 삶에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먼저 10년 이상 진행해온 네

Drone’은 차량 항공 촬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이버 거리뷰 서비스는 매년 놀랍게 진화 중이다. 첨단 장비를 활용

장비인데 드론 자동 비행 프로그램을 탑재해 근접 촬영이 가능하도

해 정보를 업데이트 할 뿐만 아니라, GIS 기술을 접목해 건물이나

록 설계됐다.

도로 등 도시 네트워크 정보를 3D 콘텐츠로 변환, 도시계획 수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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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오케이의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의 변화

인천자유경제청과 함께한 프로젝트는 유오케이의 VR 항공 영상 촬

유오케이가 고도화 된 시스템 구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이버

영 기술을 바탕으로 10년 동안 진행됐다. 인천 지역을 VR 항공 영상

거리뷰, 항공뷰 촬영 경험을 통해 꾸준히 기술개발을 해온 덕분이

으로 촬영해 개발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다. 지난 10년간 유오케이가 촬영한 누적 거리는 약 60만km. 유오

것. 유오케이가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는 신도시 건축에 대한 모델

링, 도시계획 등 공공자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식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좌표별 위치정보가 더해질 때 데이

최근에 완료한 ‘인천시 도시 디지털화 사업’은 유오케이 ‘3D Scanning’

터의 활용 가능성은 무한하게 확장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전 구역을 3D

‘자율주행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핵심 화두는 ‘안전’이죠. 스

스캔하여 3차원으로 모델링 하는 작업이었는데, 유오케이의 앞선

마트시티 구축과 차량 무인주행 기술에 VR과 3D 도로 네트워크 플

기술력 덕분에 단기간에 고도의 정밀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3D

랫폼이 융합된다면, 머지않아 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펼쳐질

데이터와 VR 기술을 접목해 체험형 3D 콘텐츠 제작에도 성공했다.

거라 확신합니다.”

한국전력의 가상 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는 작업자가 위험한 상

사진과 영상에 대한 호기심이 VR로 이어지며 유오케이의 출발점

황에 노출되지 않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되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강성학 대

실제로 신입사원 교육, 경력자 교육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미래형 도심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는 당찬 포부를 밝힌다. 그는 유오케이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꿈꾼다

을 단순한 수익성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강성학 대표는 유오케이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한 3D

고 강조한다.

데이터가 다양한 공간정보 기술과 만나 더 안전하고 편리한, 더 새

“유오케이는 시민을 위한, 공공의 편의를 위한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롭고 즐거운 세상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부지런하게 틈새시장

“건축물에 대한 항공 VR과 3D 스캔 영상 등은 단순한 보여주기 방

을 찾아 수익성과 공공성을 갖추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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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라
공간정보가 열어갈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공간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국토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간정보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는 존재한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이들, 이들의 꿈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다.
W 박향아 자유기고가 P 안용길 사진작가

사람을 향하는 공간정보, 밝은 내일을 열다

에 공간정보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이루

공간정보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된다. 지상에서의 측량을 통해

는 환경, 문화, 산업, 그리고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한다.

제작되던 종이지도는 항공,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디지털 지도로 발

염재홍 교수는 공간정보에 환경과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배움의 깊

전했고, 여기에 IT 기술과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공간을 담는 지도

이와 넓이가 확장되었다고 정리한다. 나아가 항공우주공학과, 항공

도 3차원 형태로 바뀌고 있다.

시스템공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더 깊고 넓은 시각으로 사고하고,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는 그 변화 속도에 맞춰 누구

다양한 분야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보다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3년 지구정보공학과

했다.

로 시작해 2012년에는 공간정보공학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

“모든 학문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

년에는 학과 통합을 통해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로 새로운 출발

향으로 이끄는 것이 학문의 목표여야 하는 거죠. 환경에너지공간융

을 알렸다. 날로 발전하는 공간정보의 흐름에 맞춰 환경과 에너지

합학과는 공간정보를 모으고 가공하는 절차를 통해 삶의 다양한 문

의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

제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기 위함이다.

배움터입니다. 특히 우리 국토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환경, 에너

인간, 시간, 공간은 우리 삶을 있게 하는 세 가지 축이다. 공간 안에

지와의 통합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가치를 더하고 밝은 미

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진다. 그렇기

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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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을 넘어 배움은 계속된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배움의 길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지식’이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졸업생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한

와 같은 관련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 매 학기 수업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의

산업 분야 전반에 진출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상청이나 포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무엇을 더 배우고 준비해야 할지

털 사이트, IT나 영상 관련 기업 등 이들이 진출하는 분야는 점점 확

를 깨닫게 된다.

대되는 추세이다.

GIS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염재홍 교수의 수업에서는 서울시 공공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교수진 역시 세종대학교 환

이터를 활용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찾는 솔루션

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의 큰 자산이자 경쟁력이다. 염재홍 교수는

을 도출하기도 했으며, 배태석 교수의 수업에서는 GPS 관측소 데이

GIS 선도 기업에서 연구소장까지 지낸 국내 GIS 분야를 이끄는 전

터를 통해 지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고 지진 등의 재난재

문가다. 배태석 교수 역시 GPS와 국내 측지 소프트웨어의 최고 권

해를 예측하기도 했다. 이동천 교수는 항공사진과 AI를 융합해 3차

위자이며, 이동천 교수는 평생을 사진 측정 분야를 연구하며 후학을

원 모델링을 구축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이

양성하는 데 애쓰는 참된 스승으로 평가 받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

직접 촬영한 데이터를 통해 세종대학교의 3차원 모델링을 완성하기

은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교수진들이 여전히 배움에 대한 열

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에너지, 항공우주 등 다른 학문과의 융

정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합을 모색할 수 있었다. 공간정보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혔을 뿐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은 보다 정밀하고 다

만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양해졌으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역시 날

한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융합 교육은 학생들이 환경 ICT 아

로 변모하고 있다. 종이지도가 3차원 데이터로 가공되어 스마트폰

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K-ICT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에 담기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결합해 가상 현실이 마치 실제

수상 등 다양한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발판이 됐다. 제

세계처럼 인식되는 요즘, 배태석 교수는 “공간정보 분야가 빠르게

1회 한국국토정보대상 공모전 국토정보 활용 부분에서는 ‘로드킬 이

변하는 만큼 교육 역시 과거의 이론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

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공간정보와 환경

설한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수진이 꾸준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문제를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뿐

등 새로운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만 아니라 매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는 ‘공간정보아카데미’에

과 공간정보를 접목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무한

도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확장, 그 시대를 이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전원 취업’이라는 값진 결과도 얻었다.

우리의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동천 교수 역시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가 학생과 교수가 함께
배우며 자라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왔지만 여전히 학생과 같은 자세를 잃지 않는 이유
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여전히 공간정보라는 분야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학
생들 역시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학과 안에서 치열하
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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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재난 극복, 인력이 아닌 기술로

공간정보 기반으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다

가능한 수준의 품질로 제공할 수 있다면 재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

본고에서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는 41종의 재난에

야에서 공간정보의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다.

공간정보를 통한
솔루션 찾기

대해 한정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광범

재난발생 시 최적의 대피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는

위하게 발생한 산불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

행정경계, 도로망, 대피소 위치와 수용인원, 대피인원 등이다. 이러

스 현황 분석은 재난대응 4단계에서 도출된 필수정보와 국가재난관

한 공간정보는 다양한 부처들에서 개별 관리되어 운영되고 갱신주

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

기도 다양하다.

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국토정보

그런데 재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품질을 기반으로 구축되

플랫폼(map.ngii.go.kr) 등을 대상으로 했다.

어야 한다. 재난정보 융복합을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재난발생 시

재난 유형별 융복합이 가능한 공간정보는 다양하다. 실제로 활용이

대피소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

재난발생 시 최적의 대피경로 제공
1. 입력 자료

재난의 복잡화 및 대형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13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2019년 태풍 미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재난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발생 양상, 진행 특성, 대응기구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화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행정경계, 도로망

대피소 위치 및
수용인원

대피인원

2. 분석 과정
재난위험지역
선정

W 이보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재난위험지역
내부의 대피인원
추정

대피소
수용능력에 따른
대피인원 분배

4. 결과 지도

각 지역별
최적 대피경로
도출

대피경로 및
경로별 대피인원
시각화

인원 할당 알고리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가 생명이다

를 규정하기 위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두고 있으며, 마

국내 재난관리 체계는 2004년 3월 법 제정을 통해 체계화

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

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

있다. 따라서 현재 매뉴얼은 각 부처와 시도의 단위별로 재

재난위험지역의 건물별 대피인원 추정

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관리하고 있

난 유형별 매뉴얼이 작성되어 현재 5,300여 개가 넘는 매뉴

인접 대피소별 수용가능 여부 판단

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5항 재난 분야

얼이 존재한다.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시대적인 요구와 함께 새로운 재난

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에 맞는 문제 해결형 대응을 위해 신속한 재난상황 인

한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

지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정보의 단순 수집, 보고, 전

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파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최적의 대응방안을 구현할

규정한 문서이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임무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과학적인 현장상황에 대

와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

한 정보를 수집 및 표출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위험지역 발생

대피경로
분석 가능 재난

YES

각 건물의 대피소별 최단 대피경로 산출
대피소 인원 할당

풍수해

산불

지진

산사태

대피소 수용인원 포화여부 판단
대피경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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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와 공간정보의 융복합 사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유형별 사고대응을 위해 필수

사고대응 단계

정보를 재난발생 단계, 초기대응 단계, 수습·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수본 운영 단계로 다시 구분되어 총 4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재난
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발생, 대응, 복구의 단
계별 필수정보들이 필요하며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 부분

사고정보
재난발생
사고발생 시
기상/해상/
해역정보

을 정확히 명시해 좀 더 빠른 대응을 돕는다.
재난발생 단계에는 누출 즉시 조치내용 파악 및 원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사고 발생 시 기상, 해상, 해역정보가 필요하다. 어떤 사고인
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초기대응이 가능하다. 초기대응 단계는 상황

구조세력
확보

전파·보고 및 초동 단계와 중수본 운영 단계로 나눈다. 상황 전파·
보고 및 초동 단계는 재난상황 연계부처 전파, 구조세력 확보, 대피

상황 전파·
보고 및
초동 단계

및 구호 관련 정보, 2차 피해 발생 가능·예방 관련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고 신속히 구조에 나
설 수 있다. 초동 단계가 잘 진행되면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중수본
운영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사고 규모, 수색·구조 및 방

2차 피해 발생
가능/예방 정보

초기
대응

한 정보가 필요한데, 본격적인 대응 단계로 꼽힌다. 이렇게 대응이
잘 마무리 되면 마지막으로 이를 수습·복구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지역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중수본
운영 단계

원전사고의 경우, 방사능 누출량 등은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지정보
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고 기상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인명 구
조를 위한 적정 보호장비의 구비, 방사선 치료와 제염을 위한 전문

수습·복구

재난정보

공간 DB

자료

기관

자료

기관

방사능 인명피해 정보
/ 방사능 누출 핵종 및
누출량 등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정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

방사능 누출 및 오염 면적

-

-

토지이용현황도(1/25,000)

국토지리정보원

파고, 조류, 탁도,
풍향/속, 수온, 수심 등

기상정보

기상청

-

-

적정 보호장비
구비 정보

재난자재, 장비

한국환경공단,
행정안전부

-

-

방사선 치료와 제염을
위한 전문병원 정보

병원 정보 및
의사수

한국소방안전협회

관심지점정보

국토지리정보원

교통 및 이송을 위한
근접경로 정보

도로구간 정보

한국도로공사

도로(현황)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인근 도랑, 하천 위치

-

-

인근 양식장 분포
인근 연안지역 정보

재 작업, 방사능 방재 작업 시 기상, 라이프라인, 위험시설 등 다양

수습·복구 관련 정보는 재난유형별로 다양할 수 있으나 주로 피해

예시: 원전사고
필수정보

정의하고 있다. 초기대응 단계는 상황 전파·보고 및 초동 단계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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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형도(하천)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양식장)

국토지리정보원

여객선 마스터

해양수산부

용도지역
(연안관리), 연안침식정보,
자연해안관리도/현황도 등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수색/구조 및
방재 작업 정보

최인근 운용 가능 헬기,
항공기 정보

-

-

관심지점정보

국토지리정보원

라이프라인 정보

철도, 열차,
공항 정보 등

역 정보, 열차 정보

한국철도공사

수치지형도(철도, 공항)

국토지리정보원

위험시설 정보

인근 원자력, 가스, 석유
시설 위치

하수처리시설

수습/복구

오염정도(토양, 대기)

-

한국시설안전공단 용도지역(원자력, 제한구역)
-

토지이용현황도(1/25,000)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병원 및 의사수, 최단시간 이송을 위한 도로구간 등의 정보가 필요
하다. 주변의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인근 양식장 및 연안 정보
는 여객선마스터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수본 운영 단계에
서 교통을 위한 라이프라인 정보로는 역 정보, 열차 정보가 필요하

‘원전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염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현황도를 활용할 수 있고, 도

다. 원자력 인근의 하수처리시설 정보도 중요하다. 이러한 재난정보

정부에서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2019년도 최신 자료

로구간정보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안전부 도

를 보다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취합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재난관

목록 983종을 바탕으로 원전사고에 활용이 가능한 공간정보 데이터

로명주소시스템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정보

베이스는 9종으로 집계됐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기

템에서는 연안 관리를 비롯해 원자력, 제한구역 등의 용도지역정보

가 각 부처마다 독립적인 시스템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시

본 공간정보를 고려해볼 수 있다.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하천, 양

취득이 가능하며 자연해안관리도 및 현황도 등의 정보는 해양수산

스템 간 연계를 통해 최신 정보의 취득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식장, 철도, 공항의 공간정보는 수치지형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부에서 연계가 가능하다. 국가에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로 운영하

단된다. 또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한 최근 관심지점정보(POI: Point of Interest)를 국토정보플랫폼을

는 41종 전체 재난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도출이 가능

시각적인 정보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베

통해 서비스 하고 있는데 병원 의사수, 최인근 운용 가능한 헬기 및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이스와 영상정보 등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항공기 정보 등의 연계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방사능 누출 및 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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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

특정지역의 정보 취득이 가능한 1~3m급의 SAR 위성과 10m급 이

재난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하의 초소형위성과 다분광위성을 활용할 수 있다.

Acknowledgement

영상정보의 활용을 동시에 고려해볼 수 있다. 원전사고는 재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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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수행된 연구임(2019-MOIS32-015)

위해서는 필수정보별 적절한 영상정보의 활용이 요구된다.

대부분 수집하여 연계가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부처 간 별도의 시

먼저 기상정보는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해상도 500m~1km

스템으로 관리되고,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최신의 정보인지 알

급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방사능 인

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보의 최신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명 피해는 무인기나 지상의 다종 센서를 통한 현장의 실시간 영상정

국가 행망 내에서 Open-API 서비스 등을 통해 연계하는 것이 효과

보의 수집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적이라 하겠다.

재난발생 및 복구 시 필요한 방사능 누출 및 오염면적 등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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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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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 상황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팬데믹(Pandemic)으로
규정하고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을 발효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공간정보를 결합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을 속속 제시하는 중이다.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한

조회되고 있다. 특히 확진자 동선과 함께 공적 마스크 정보, 선별

4차 산업혁명 기술

진료소, 학교 및 신천지 시설 정보, 질병관리본부 제공 정보 등을

-

실시간으로 제공해 유용하다. 지난 4월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세계 각국의 기관 및 기업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

를 맞이해서는 3,437곳에 이르는 투표소의 위치 및 시설 정보를 제

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공하기도 했다.

W 염세권 자유기고가

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해 스마
트시티 연구를 위해 개발한 도시데이터 분석도구인 ‘스마트시티 데

위기 속에서 확인한

이터허브’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공간정보의 힘

분석도구를 통해 2~8시간 걸리는 확진자 동선 확인 작업을 단 10

-

분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었다. 이밖에 빅데이터 기업들은 코로나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는

19 바이러스와 관련된 SNS를 비롯 미디어 트렌드, 검색 키워드 등

공간정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많은 이가

을 분석해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기업들은 엑스레이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습득해 사전에 위험을

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중증 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하거나 진단키트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 과정을 단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하나로 ‘코로나 100m’를 꼽

기업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접

을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에 100미터

속 폭주를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이내 접근했을 시 알림을 보내준다. 확진자가 한창 급증했을 때, 가

에 협업 플랫폼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재택근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장 인기가 높았다. 또한 ‘코로나 맵’은 확진자의 격리 장소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질병관리

공간정보가 더해진

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 공신력을 확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보했다. ‘코로나 닥터’는 구글스토어가 추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 유일한 민간 개발로 눈길을 끈다. 확진자 정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공간정보가 빠질

보와 동선 외에도 지역별 선별 진료소, 격리 병원 등을 지도 위에서

수 없다. 위치정보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에스리(ESRI)는 각국의 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감염자의 경로만 선택 열람할 수도 있

건 정부기관 및 ‘국제 유행병 발생경보와 대응 네트워크(GOARN)’

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답변과 감염병 주요 궁금증, 뉴스 등

파트너들을 위해 코로나 대응 패키지를 제공했다. 에스리는 해당

도 제공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KMA 코로나팩트’는 네이버

기관들에게 공간정보 플랫폼과 툴을 제공함으로써 선별진료소 관

의 주변 진료소 지도, 바이두의 중국 감염 현황, WHO의 실시간 현

리,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황판 등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정보를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현황, 공중보건 및 대응 활동 등 국가 차원

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의학 정보와 질병 관련 자료실도 마련되

의 노력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 패키지의 맵핑 및

어 있다. ‘안전디딤돌’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경보 애플리

분석 기술은 의료정보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케이션으로 코로나19 중심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알림 설정을 해두

대되고 있다. 에스리의 설립자 잭 데인저몬드 사장은 “코로나19 바

면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스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에 포괄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크고 작은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있지만 그

위해서는 통합된 공간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럼에도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차원은 물론 민간에서도 공간정보를 적극 이용해 다양한 방안을 마

국내에서도 공간정보를 활용한 대응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국

련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간정보의 활약상은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제작한 ‘코로나바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공간정

러스 감염증-19 종합상황지도’는 1만여 건에 이르는 확진자 동선

보는 변화를 거듭하며 위기를 풀어갈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 할

정보를 위치정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1억 4,000만 회 이상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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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강력하게 제압하다

불법 드론을 저격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하게
겨냥한다는 게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안티 드론을 제압하기 위해
그물이 적극 사용된다. 드론은 프로펠러가
멈추는 순간 비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라
그물은 일견 원시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꼽힌다. 촬영은 물론 수색과 정찰, 구조 및 재해 대응, 물류
이동 등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이러한 다각도의 활용 이면에 반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드론은 소형 무인 항공기이면서 원격 조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자폭 테러에 악용되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와 같은 범죄에도 이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안티 드론 기술 역시 급성장
하고 있다. W 편집실

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도 없다는 게 중
론이다.
그물보다 진일보한 기술은 바로 레이저빔
이다. 레이저빔은 불법 드론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 기술
은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적잖은 비용이 들

Anti-Drone

Jamming,
Geo-fencing,
Spoofing

: 불법 드론 공격의 무력화

안티 드론이란 말 그대로 드론을 무력화 하는 기술이다. 이 안티 드론 기술의 등장은 드
론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드론이 처음 사용된 곳은 전쟁터였다. 제2차 세계대
전 당시 적지에 정보 수집을 위해 투입된 이래 드론은 원격탐지장치나 위성제어장치 등

: 전자적 방식의 소프트킬, 서서히 은밀하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점처럼 보이는 물체를
조준해서 맞추는 데 상당한 노하우가 필
요하기에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또한 타격된 드론이 불타면서 수직 낙하
할 경우 인력이나 시설에 2차 피해를 발생
시키고 불발될 경우에도 원치 않는 피해가

의 최첨단 장치를 탑재하고 점점 더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

재밍은 전파교란을 말하는데, 드론의 라디오통신이나 GPS 항행에 혼

발생하기에 상당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

전함에 따라 문제점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선을 주는 것이다. 제조사나 제품의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

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8년 12월 영국 런던의 개트윅공항 사태를 꼽을 수 있다. 미확인

적으로 드론은 조종자와의 통신이 단절되면 이륙한 곳으로 돌아가거

소형 드론이 이곳에 침입하면서 공항에 이착륙을 준비하던 모든 비행기가 회항 또는 다

나 통신을 회복할 때까지 제자리 비행 혹은 제자리 착륙을 하도록 프

른 공항으로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항공기 700여 편이 36시간 동안 운항에 차질을 맺

로그래밍 되어 있다. 따라서 전파교란은 가장 저렴하고도 효율적인 안

었고, 12만 명 승객의 발이 묶였다. 뿐만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국가방위군 창

티 드론 기술로 꼽힌다. 그런데 국내 법률상 이는 불법에 해당해 반드

설 기념식장에서 대통령 연설 중 인근에 폭약을 실은 드론이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고, 일

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전파교란 시에 해당 드론과 같은 주파

본의 경우에는 총리 관저에 소량의 방사성 물질을 담은 드론이 날아드는 사건도 있었다.

수를 사용하는 통신장비들 역시 함께 혼선을 빚기 때문에 주의가 필

“드론은 가장 유용한 비대칭 무기(非對稱武器)가 될 것”이라는 테러 전문가들의 우려가

요하다.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오펜싱은 드론의 항법 소프트웨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특정

안티 드론 기술은 비행의 감시부터 운용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해킹이나 추락 등의 방법

지역으로 비행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소프트웨

으로 드론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크게 소프

어 해킹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어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트킬(Soft Kill)과 하드킬(Hard Kill)로 나뉜다. 소프트킬 방식은 전자적으로 드론을 무력화

또한 스푸핑은 사전적 의미인 ‘속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속임을 이용

하는 것으로 재밍(Jamming)과 지오펜싱(Geo-fencing), 스푸핑(Spoofing) 등이 포함된다.

한 공격을 총칭한다. 네트워크에서 스푸핑 대상은 MAC주소, IP주소,

또한 하드킬은 물리적 충격으로 드론을 제압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트 등 통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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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술기업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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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미래학

지금까지는 가장

4차 산업혁명이

자이자 권위 있

능력이 뛰어난 기

현실 속에서 구현

는 글로벌 싱크

계는 인간이었다.

되면서 마케팅에

탱크를 이끌고

그러나 새로운 기

대한 관점과 방법

있는 루시 그린

술로 무장한 기계

도 변화하고 있다.

은 기업 리더와

들은 인간의 능력

고객의 참여와 공

벤처캐피털리스

을 훌쩍 뛰어넘을

감을 이끌어내고

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어야 했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제이슨 퍼

트, 학자, 언론

수도 있다. 저자

브랜드와 결속을

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

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해 실리콘밸리가

대니얼 서스킨드는 인공지능 시대라 일컬

다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광고 효과 이

도한 조치가 낫다. 중복 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하라”고 말한다. 특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안에 내재된

어지는 요즘, 디지털 기술이 노동시장을

이상의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빅

히 이들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감행하라고 조언한다. 미온적이고 소

문제점을 분석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나날이 발전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

극적인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넘어 오히려 혼란을 조장할 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기계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반의 채널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도울

라 전망한다. 바이러스 쇼크를 아예 차단할 수 없다면 차선책은 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풍부

해법을 제시한다. <뉴욕타임스>로부터 ‘대

수 있을 것인가?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나라가 일

급 영향력을 완만하게 조절하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는

한 자금과 인재를 무기로 전 세계 주도권

선 후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니케이션학과 교수인 저자들은 이러한 문

시에 멈춤 상태에 접어들었다. 격변의 팬데믹 시대, 혼란과 혼돈이

거라고 의견을 모은다.

을 장악하며 소비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평가를 받았을 만큼 일의 미래를 둘러싼

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가중되고 있다. 처음에는 그저 중국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어느

존 H. 코크레인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교수는 주기적 찾아올

소셜네트워크를 창안한 이 기업들은 정치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마케팅의 유형을 소셜 마케팅, 빅

새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

팬데믹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전염병이 세

와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

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 정부,

데이터 마케팅, 인공지능 마케팅, AR·VR

증유의 위기 속에 놓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불안은 주식

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촉발하는 금융위기에 대

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혁신시킨 이 기업

기업, 개인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응방

마케팅, 옴니채널 마케팅, 오픈소스 마케팅,

에 채권까지 폭락시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

해 대비책이 필요하다. 차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사람들에게 피

들은 우주여행과 교육, 주거에 있어서도

안을 이야기한다. 특히 기존의 노동의 시

언택트 마케팅, 온디맨드 마케팅, 컬래버레

층의 생활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다.

해가 전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파산 및 도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새로운 계획을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대가 저물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가진

이션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등 열 가지 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의문과 궁금증이 떠오른다. 코로나19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상품처럼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효

러한 기술들이 약속하는 미래는 매혹적이

집단과 인적 자본이 거의 없는 집단으로

워드로 정리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사태 이후 경기는 과연 회복될 것인가? V자형, U자형, L자형 어떻게

과적으로 국가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상적인 시나

지만 거대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이 과연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가

답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질문을 통

회복될 것인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맞는 걸까? 재정

리오처럼 구제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및 기업 파산을 막을

올바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

올 불평등은 기술적 실업이 알리는 경고

해 현명한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이 맞는 걸까? 바닥을 치고 있는 주식시장, 어디가 끝인가? 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민하게 선별된 구제금융뿐이다.”

들고자 하는 세계의 모습과 혜택, 그 안에

로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에 대한 답을 26명의 석학을 통해 대신한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잠재된 편향과 결함에 대해 함께 생각하

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

통해 위기의 시대 현명하게 풀어나갈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

는 시간을 갖는다.

코로나19 사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26명의 이야기를 모았다. 그들이 내놓은
집단지성 처방전에 귀를 기울여보자.
W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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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능형 공간정보 플랫폼

자율주행 혁신인재 양성 박차

외국어로도 서비스

GIS 이용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무한정보기술’, 인공지능 품는다

출처: 건설이코노미뉴스 4월 1일 기사 요약

출처: 중앙일보 4월 10일 기사 요약

출처: 경기시사투데이 4월 14일 기사 요약

출처: 조선비즈 2월 21일 기사 요약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자율주행 분야의 혁신인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구석구석을 입체적으로 열람하면서 다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 전문기업인 무한정보기술이 지난 2월 21

양성에 앞장선다.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가 외국어로

을 이용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 ‘인공지능 정부’ 선포에 발맞춰 드론, 3D 플랫폼, 정밀도로지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지난 4월 1일 한국교통대학

도 서비스된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과거 인쇄물 형태로 이용하던 지도와 지리정

대표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 협력자율주행 인프라 ICT 연구센터와 ‘정보통신방송 자율주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10일 외국인들의 IFEZ 3차원 공

보를 수치화 해 컴퓨터로 작성, 관리하고 여기서 얻은 지리정보

무한정보기술을 비롯해 UAV(드론) 생산·원격탐사 전문기업인 ㈜

분야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

간정보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영어와 중

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공간정보, 3D LiDAR를 활용한 MMS(Mobile LiDAR Scanning) 정

혔다.

국어 등 2개 외국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리정보를 디지털화

밀도로지도 구축 전문기업인 ㈜유오케이, 3D GIS(지리정보시스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와 국제 표준을 추진하는 한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는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의 현재와

해 행정 서비스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템) 전문기업인 ㈜이지스가 MOU에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건설과

국국토정보공사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거 12년 동안의 자료를 3D, 2D, 항공-VR 등으로 구축해 개발계

해당 시·군에 전달해 시·군이 ‘토양오염실태조사’가 필요한 곳

환경, 국토 관리에 대해 다년간의 비결을 보유한 인공지능, 플랫

한국교통대학교와의 연합체 구성을 기본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

획과 매각대상 토지,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정보와 연결해 입체적

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폼, 드론, 로드뷰의 전문기업으로 공간정보 분야별 최고의 실적과

께 자율주행 활용을 위한 통합 고정밀 디지털지도 구축 등 향후

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는 환경부가 도내 중점오염원으로 지정한 산업단지, 공장지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ICT 유망기술인 자율주행 분야의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보유자

이용자들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때와 장

역 106개 지점과 교통 관련 시설지역 100개 지점 등을 포함한 총

각 사는 2021년까지 국토, 환경, 시설, 재난 분야에 지능형 서비스

원을 적극 활용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 태블릿, 모바일 등을 이용해 기초자

301개 지점의 조사를 실시한다. 오염돼 있을 확률이 높은 표토와

모델(SMART LEMS)을 상용화 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SMART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참

료를 얻을 수 있고, 3차원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도 활용할

심토를 채취해 중금속, 유류, 용제류 등 23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

LEMS는 국토, 시설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

여를 통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합 고정밀 디지털지도를 구축한

수 있다. 3월말 기준 누적 서비스 이용자는 전 세계 71개국, 21만

이다. 표토는 지면에서부터 15cm 이내의 토양을, 심토는 표토 아

하는 플랫폼으로 위성이나 드론, MMS에서 취득된 정사영상, 다분

바 있으며, 자율주행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활용 범위를 넓혀가

7,000여 명으로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2017년(6만 3,000여명) 대

래의 토양을 말한다. 또한 용제류는 드라이클리닝의 세척 공정에

광, 열화상,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 정보를 활용해 실시간 관련 정

는 중이다. 또한 자율주행 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

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52개국, 11만 5,000여명)과 비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보를 취합, 분석, 제어해 스마트 건설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디지

행 인프라에 관한 국제 표준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해도 1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원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털 트윈, 지능형 재난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김현곤 원장은 “자율주행은 미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는 그 우수성과 활용성을 널리 인정받

GIS의 활용은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지도

무한정보기술의 배경록 대표는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도

래 산업과 생활을 바꿀 핵심 분야”라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가진

고 있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9년 스마트

에 시각화 함으로써 조사지점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시’라는 공간에서의 빈번한 싱크홀 사고들을 보면서 위험 상황을

역량으로 이 분야를 이끌어나갈 자율주행 혁신인재 양성과 활용

국토엑스포’ 행사에서는 국가공간정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

조사지점 선정 시 지역별 고른 분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방

예측하기 위해서는 안전, 재난 분야에 인공지능이 우선 도입해야

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법이다”라고 말했다.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 분야 전문지

공간정보와 관련해 함께

<공간정보> 매거진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생각해볼 이슈나 동향, 연구결과 등이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구현되는 반응형 웹진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PC와 모바일에서 webzine.lxsiri.org로 접속하세요.

있으면 원고를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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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아주 친근하

취약계층부터 난민과 재해민까지 더불어

맵핑 분야에서의 드론의 잠재력으로 시작

고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간정보 기술

해 물류와 배송, 농업, 군사, 마케팅 등 드

안 드론이 사진 촬영이나 저공 비행 같은

의 노력과 활약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론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좋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인식되어 왔는데 미

기술의 중심은 인간, 인본주의라고 생각

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드론의 활용을 단

래에는 산업이나 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

합니다. 인류애적인 가치가 결여된 기술

순 나열이 아닌 관련 기업의 예시와 전문

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인정받지 못할

가 인터뷰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서 일하고 관심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공간

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더불어 관련 정

가진 이들이라면 맵핑 플랫폼으로서의 드

정보 기술의 발전을 더욱 기대하고 응원

책과 제도에 대한 소개까지 짜임새 있는

론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합니다.

구성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