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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은 시뮬레이션/상호작용 기반의 현실-가상세계 동기화 기술이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등과 융합하여 디지털트윈 기술은 스마트시티
내 도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의 디지털트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외 및 실내, 지상 및 지하의 3D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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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기술 개념 및 사례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시뮬레이션·상호작용 기반의 현실-가상세계 동기화 기술이다. 최근 각국
정부의 산업분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정책 추진과 디지털트윈 적용에 따른 긍정적 효
과의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디지털트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솔루션에 활용되
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의 기술 수요 증가는 그 시장을 더욱 확대시
키고 있다. 마켓스앤마켓스(Markets and Markets)는 디지털트윈의 시장 규모가 2017년 2조 원에서
2023년 18조 원으로 연평균 37.8%의 성장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기술은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가시화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그 서비스 혁신에 기여해왔다. 효율적인 인프라 운용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고장 진단, 생산량 예측,
시스템 운용 최적화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 엔진 관리, 발전소 관제, 스마
트팩토리(Smart Factory) 등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였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프레딕스(Predix)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세계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팩토리 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
여 설비를 관리·제어하며, 장비 상태 관리, 시스템 이상 감지, 유지보수 관리 등에 활용된다. 지멘스
도 스마트팩토리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였는데, 지멘스의 옴네오(Omneo)는 클라우드 기반으
로 사물인터넷 시스템과 연동되어 공장 내 기계 이상이나 불량품 등을 실시간 감지한다. 미국의 앤
시스와 프랑스의 다쏘시스템은 다지털트윈을 위한 모델링 플랫폼을 제공한다. 앤시스의 트윈 빌더
(ANSYS Twin Builder)는 시스템 및 객체의 3D 모델링,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3D Experience)는 컴퓨터 기반 설계(CAD), 3D 모델링, 다중 물리 시
뮬레이션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3D 익스피리언스는 그 활용 범위를 제조 분야로도 확장하여 생산과
제조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는 2018년 완료한 국토 가상화 프로젝트로, 싱가포르
전역에 존재하는 건축물, 구조물, 도로, 날씨 등 실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환경에 구현한 가
상도시이다. 버추얼 싱가포르는 3D 공간지도에 있어서 상당한 정교함을 보여주는데 도시 내 도로 구
성, 주차 공간, 날씨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다.
가상 싱가포르 플랫폼을 통해 화재, 유독가스 누출 등의 재난 상황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국내에
도 생산·제조 공정 관리, CCTV 솔루션을 활용한 항만 관리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한 사
례가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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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솔루션의 특징
디지털트윈에 대한 연구 논문들과 그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들로부터 기능적 특징을 정리해 개념화하
면 [그림1]과 같다. 현실세계에서 공간 및 객체들로 구성된 인프라, 시스템, 객체 등이 디지털트윈 대
상으로 정의되면 디지털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해 모델링(Modeling)이 이루어지고 그 대상에서 센싱
(Sensing)·모니터링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솔루션 개발 시 디지털트윈 대상에 따라 모델링 정도, 데이
터 센싱 범위 등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트윈 공간 내에서 객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뮬레이
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객체들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캡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트윈 공간에서의 인프라, 시스템, 객체는 현실세계에서 대응되는 그 대상들과 동기화되도록 커
플링(Coupling)되어야 한다. 커플링은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결된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디
지털트윈 기술 개발이 현실세계의 공간 및 객체 모델링에 집중된 경향이 있지만 이는 디지털 공간에
서 시뮬레이션 및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본 환경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안정
성, 보안성 등이 보장된 커플링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고속 및 고신뢰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격지에 있는 현실세계의 디지털트윈 대상의 데이터들은 디지털
트윈 데이터 및 제어 시스템에 전달된다. 전달된 데이터들은 데이터 매니저(Data Manager)에 의해
통합 관리된다. 연결 매니저(Connection Manager)와 보안 매니저(Security Manager)에 의해 모니터
링하고자 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의 식별자, 세션 등이 관리된다. 이때 기존의 웹 또는 앱과의
연결 호환성이 요구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시뮬레이션(Simulation) 및
분석(Analysis)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디지털트윈 서비스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목적 함수를 갖는 반복적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자동화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양한 UI(User Interface)를 통해 디지털트윈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시스템 운
용을 최적화하게 된다. 동적 상태 표현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대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컴퓨터 그래
픽을 통해 시각적 및 수치적인 정보로 표현되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1] 디지털트윈 솔루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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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솔루션에 활용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의 기술 수요 증가는 그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마켓스앤마켓스(Markets and Markets)는
디지털트윈의 시장 규모가 2017년 2조원에서 2023년 18조
원으로 연평균 37.8%의 성장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서의 디지털트윈
디지털트윈 기술은 공공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공통 플랫폼으로 고려될 수 있
다. [그림1]의 개념도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고려하면 [그림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에서 소셜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 내 시민, 관리자, 기술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며 자발
적 참여를 이끌고, 디지털트윈을 통해 교통 상황, 시설물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분석,
예측, 통제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간정보 수집 기술의 발전 및
데이터 축적, 3D 모델링 및 가시화 기술의 발전, IoT 등을 이용한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가능, 빅데이
터·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이 디지털트윈 기술의 스마트시티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도시 인프라는 그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에 쌍으로 존재하여 도시 역학 등의 시
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완성도 높은 기술이 요구된다. 첫째,
도시 내 인프라, 시스템 등은 디지털트윈 공간에서 다중 해상도로 물리적 현실감 있게 시뮬레이션되
고 사용자 제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데이터 센싱,
대용량 이종 데이터 처리, 고속 그래픽 처리 등과 관련된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 내 시
설들의 모니터링 및 제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뿐 아니라 시민들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안전과 보안이 요구된다. 클라우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보안 취약점도 고려되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내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해석 가능성,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자
동화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사용자 인터랙션 도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스마트시티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할 때 기술적 관점 이외에 도시 시스템의 이해, 도시 문제의 복잡도
(생활 인프라, 교통, 에너지 문제 등이 상호 영향), 현장적용 실패에 따른 대안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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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하에 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공통 플랫폼을
구현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시범·실험 사업을 추진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 및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도 필요하다. 도시 내에 시민들과 관련된
개인정보·보안 문제 해결 시 암호화 기술뿐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 내 공공데이터 개방 시에는 시민의 치안·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트윈을 위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대화형 챗봇 인터페이스, AR/VR/MR/XR 인터페이스 등은 사용자가 디지털트윈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각화·수치화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챗봇의 대화 인터페이스는 실제
사람과의 채팅이나 음성 대화를 모방하는 모든 유저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기술이다. 디지털트윈
솔루션에 챗봇의 음성인식, 대화이해 등의 기술과 컴퓨터비전, 멀티센싱 등의 세부 기술들이 통합된
형태로 등장하여 사용자에게 스마트시티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효율성과 편의를 제
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음성을 통해 편하게 자신의 의도를 스마트시티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고 AR/VR/MR/XR 등과 같이 상호작용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및 시각화 기술을 통해 많은 정보
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HMD(Head Mounted Display) 및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
고 현실과 가상세계가 동기화된 디지털트윈 공간 내 시스템이나 객체(사물인터넷 기기)와 3D 공간에
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림2] 스마트시티를 위한 디지털트윈 솔루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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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윈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3D 공간정보는 스마트시티 내 도시 문제를 가시화하
여 확인하고 도시 관리·제어 및 문제 해결을 하기 위
한 필수 데이터다. 또한, 자율주행차, 로봇 등 자율기
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있는 만큼 정확하고
상세한 공간정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 3차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
고 3D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시범 서비스 플랫폼 구
축에 힘써왔다. 그중 브이월드(V-World)는 한국 최초
의 국가공간정보 서비스 오픈플랫폼이다. 앞으로 브이월드의 데이터가 확장되며 사물인터넷, 빅데이
터 등과 융합된 서비스가 등장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디지털트윈
을 위한 3D 공간정보 구축(디지털 정밀지도 제작)에 2021년 증액 예산을 투입하며 스마트시티, 디지
털트윈 등의 신산업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범위는 실외 및 실
내, 지상 및 지하를 포함된다. 국토부는 지상 및 지하공간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2025년까
지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가치 창출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가상과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디지털 공간에서의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통해, 인간은 사회 문제
및 도시 문제를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User Interface
Conversational Chatbot
Interface

Data
Voice
Multimedia

AR/VR/MR/XR,
Digital Twin Interface

Graphical
Information

디지털트윈 기술은 공공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공통 플랫폼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도시 인프라는 그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에 쌍으로

Other Interfaces

...

존재하여 도시 역학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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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M E

Interview

디지털트윈으로 만드는
사람을 향한 도시의 꿈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총괄계획가(MP) &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연구위원
W 최주연 자유기고가 P 안용길 사진작가

현실세계의 쌍둥이로서 디지털트윈은 새로운 기술의 실험 무대인 동시에,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어·해결하는 통로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같은 개방형 환경에
적용되며,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디지털트윈을 통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증강도시’로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황종성 MP에게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 그리고 공간정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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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트윈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가장 뜨

반면, 스마트시티 등 개방형 디지털트윈 기술은

거운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의 디지털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셈입니다. 하나의 ‘제품’으

트윈과 스마트시티 등에 적용되는 디지털트윈

로 기능하는 폐쇄형 디지털트윈과 달리 개방형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디지털트윈은 ‘플랫폼이자 생태계’이기 때문입

이전까지 디지털트윈은 폐쇄된 산업현장에 주

니다. 스마트시티에서 디지털트윈은 다양한 서

로 적용됐습니다. 댐이나 발전설비, 공장시설

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등의 운영 실태를 시뮬레이션해서 모니터링하

는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관련 기술을 발전시

는 데 유용했기 때문이죠. 반면 스마트시티 등

켜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건물, 수

에 적용되는 디지털트윈은 사회 공공 인프라 구

도, 교통 등 각기 다른 플랫폼에 기반한 인프라

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 마디로 폐쇄형 디지

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

털트윈에서 개방형 디지털트윈으로 변모한 것

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입

입니다. 그 선봉에 섰던 것이 싱가포르의 스마

니다. 또한 표준과 측위, 측정법 등을 통일시켜

트시티인 버추얼 싱가포르인데요. 국내에서는

도시 내 CCTV나 센서들이 보내는 정보를 통합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도입을 시도하면서,

하고 공유하는 것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공공영역 특히 도시에 디지털트윈이 적용되기

해 있습니다. 도시와 같이 개방된 공간에 디지

시작했습니다.

털트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감히 ‘도전’이라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Q.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등 정보화 관련 사업
을 두루 섭렵하신 입장에서, 현재 국내 디지털트

Q.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 에코

윈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델타 스마트시티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한 이유

발전 수준에 대한 평가는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는 무엇인가요?

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 및 산업 현장의 디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플랫폼

털트윈은 데이터나 이미지, 대상물 등을 정확히

으로서의 도시(City as a platform)’입니다. 상하

통제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상태 즉, 상당

수도, 전력, 도로 등 편의성을 제공해왔다는 측

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면에서 이전의 도시들도 플랫폼으로 기능해왔

최종 결과물로서
공간정보는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공간정보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려면 개방성 확보와
표준화에 좀더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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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여기서 한

Q. 친환경 스마트시티, 효율성 높은 스마트시티

발 더 나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의 사례와 비교해, 플랫폼

든 플랫폼이 갖춰진 도시’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으로서의 도시는 어떤 장점을 갖게 되나요?

나 로봇, 자율주행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이전까지 스마트시티는 도시 자체를 위해 존재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스

했습니다. 도시의 효율성이나 도시의 환경을 향

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디지털트윈은 선택이 아

상시키는 데 집중했던 것인데요. 반면 부산 에

닌 필수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코델타 스마트시티를 통해 저희는 ‘증강도시’,

제공하려면, 디지털트윈을 통해 정확하게 시뮬

즉 거주자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스마트시티

레이션하고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죠.

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공
간을 지각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처럼,

Q.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개념이 신선하게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편히 살 수 있고 거동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

이 불편한 사람도 로봇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티에는 어떤 기술이 적용될 예정인가요?

움직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2022년, 거주자들에게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구체화되려면 공간적 맥락

필요한 서비스들과 그 바탕이 될 기술들에 대

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해 생각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

찾거나 로봇을 특정한 위치로 이동시키려면 현

다. 첫째,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

재 위치가 어디인지, 목표 지점까지 가는 여정

는 디지털 플랫폼, 둘째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고

중 새롭게 발생한 상황은 없는지를 파악해야 합

정확한 측위를 측정할 수 있는 AR(Augmented

니다. 이때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Reality, 증강현실) 및 VR(Virtual Reality, 가상현

트윈입니다.

실) 플랫폼, 마지막으로 도시 내 다양한 시설물들

디지털트윈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간 내의 변화

이 로봇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돕는 로봇 플

를 파악하고 다양한 기기들과 공유함으로써 서

랫폼입니다. 이 세 개의 플랫폼이 탄탄하게 갖춰

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트윈은

진다면, 그 기반 위에서 행정이나 헬스, 재난대응

제품 자체가 아닌 플랫폼 혹은 인풋으로서의 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탄생하리라 기대합니다.

간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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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트윈을 인풋으로서의 공간정보라 표

Q. 끝으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통해

현하셨습니다.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

위해 공간정보는 어떤 측면을 보강해 나가야 할

세요.

까요?

앞서 언급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개념은

측량이나 수치데이터 베이스 생성, 이미지화 등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증강도시’라는

최종 결과물로서 공간정보는 이미 최고 수준에

개념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개념과 목표를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으로 구현시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에게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서비스 지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정

사실 그동안의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대도시

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니즈, 기술의 지향점을

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규모의 경제’의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이점을 누리는 대도시들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

요. 둘째, 최종 결과물이 아닌 플랫폼인 만큼, 다

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른 부분들과 융복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를 통해 중소도시도 얼마든지 스마트시티를 구

를 위해서는 개방성 확보와 표준화에 좀더 힘을

현할 수 있고,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겠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기술

스마트시티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나아가 글

을 개발한다면 공간정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로벌 스마트시티의 레퍼런스가 되도록 최선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중소도시나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수는 얼마나 다를까.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계획을
총괄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시티, 개인의
능력을 증강시켜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증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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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①

디지털트윈
국토 실현 및 정책 방향
W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국토 및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트윈은 국가공간정보
정책 및 스마트시티 정책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데 초기에는 비슷하게 출발했던 국가공간정보 정책과
스마트시티 정책은 2000년을 전후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 둘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CPS(Cyber Physical System, 가상물리시스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SPATIAL INFORMATION QUARTERLY MAGAZINE

●
디지털트윈의 활용 형태: 시뮬레이션과 원격제어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트윈을 제시하였다. 디지
털트윈은 가상공간과 사물을 쌍둥이(트윈)로 구현해, 시뮬
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한다는 개념이다. 정부
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5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투
입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중
요한 기반 인프라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바람
직한 일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국내 디지털트윈 정책은 국가공간정보 정책과 분리
하여 생각하기 힘들다. 디지털트윈 정책의 내용 역시 기존
의 국가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후속 과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내 국가공간정보 정책은 1994년 및 1995년 아현동
및 대구 지하철 공사 중 도시 폭발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도시 내 시설물들을 정확히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서였다. 이러한 추진 배경으로 인하여 국내 국가공간정보 정책은 보다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구축된 데이터들을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향은 디지털트윈 정책에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디지털트윈의 활용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물리적 세계를 구축하기 전 가상
세계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물리적 세계 구축에 반영하는 시뮬레이션
형태다. 둘째는 실제 도시공간을 운영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상세계를 통해 원격으로 해결하는
원격제어 형태다. 이 두 가지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시뮬레이션과 원격제어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
를 확보하려면 비용적 측면은 물론 데이터 용량으로 인한 활용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트윈과 관련한 정책들은 여전히 데이터의 정밀성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
내 3D 공간정보와 구글 3D 맵을 비교해보자. 구글 3D 맵에서는 건물의 창문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반
면, 국내 3D 공간정보는 건물의 창문 개수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정밀했다. 정밀도 측면에서는 국내
기술이 우월했지만, 그러한 정밀도를 바탕으로 구글이 따라오지 못할 신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후속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밀 데이터 구축에만 집중하느라 그 활용 범위를 더 넓히지 못했다는 점은 약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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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트윈 정책 성공을 위한 4가지 방향성
향후 국내 디지털트윈 정책 추진에 있어, 활용성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기존 데이터들의 정확성
정도를 파악해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성만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트윈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트윈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트윈 관련 사업들은 범위가 다양한 만큼,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또한 조금씩 다를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목표를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
즉, 시뮬레이션을 위한 것인지 혹은 도시 운영을 위한 원격제어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만, 각
각에 최적화된 디지털트윈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명확한 목표 설정 후에는 디지털트윈 모델 수준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 디지털트윈과 관
련된 모든 사업이 ‘초정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해상도를 설정
해,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격제어를 위한 디지털트윈에서는 초고해
상도보다는 실시간성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때, 초고해상도를 추구하느라 실시간성을 놓친다면 사
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즉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초고해상도 데이터로
인해 분석 타이밍을 놓친다면, 사업 방향 전체가 흔들리고 말 것이다.
셋째, 기술 발전만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모든 기술적 방향은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보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GPS 오차를 10cm 줄이는 것보다 GPS기술을 통해 범죄가 얼마나 해소되었는가를 사업의 목
표로 삼는 방식이다. 이렇듯 활용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확한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사회
적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은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
문에 디지털트윈 정책에 있어서도 성과 측정을 중요한 정책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활용 성과의 통합 및 확산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공간정보 또는 디지털트
윈 정책은 활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 성과들을 확보한 후, 이를 통합하는 Bottom-Up 방식이다. 이 방
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하려면 가상세계에 기반하는 다양한 실증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트윈의 활용 형태는 크게
가상세계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물리적 세계
구축에 반영하는 시뮬레이션 형태와
실제 도시공간을 운영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상세계를 통해
원격으로 해결하는 원격제어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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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기반의 디지털트윈 국토 개념도

Cyber Space

Phisical
Sensing

Actuation
Information

Phisical Space

●
국가공간정보와 스마트시트의 장점 더해 진정한 의미의 CPS 구현해야
국가공간정보 정책은 공간정보를 구축해 디지털 세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다. 공
간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특히 돋보였다. 반면 스마트시티 정책은 도시공간에 각종 센
서를 설치한 후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는 물리적 기반 시설 구축에 집중해왔다. 특히, 센서들을 통해
범죄나 화재, 자연재해 발생 등의 특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공간정보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저장한다는 장점과 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드러냈다. 반면 스마트시티 정책은 특정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 문제
를 해결하는 실증 및 활용 측면의 강점에 비해, 정보를 저장하고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화 부문에서
약점을 나타냈다. 다행히 국가공간정보와 스마트시티 정책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양쪽의 시너지를 통해 진정한 CPS(Cyber
Physical System, 가상물리시스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CPS를 통해 가상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은 물론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가상세계를 대표하는 디지털트윈과 물
리적 세계에서 연결성을 강조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이 분리된 채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연계해 진정한 의미의 CPS 국토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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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②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표준화가 먼저다
W 유재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디지털트윈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디지털트윈은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현실세계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트윈의 성공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표준화의
필요성과 현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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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트윈의 핵심, 공간정보
이미 여러 자료와 문헌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구축
된 가상의 세계로써, 현실세계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개념화된다. 이
러한 디지털트윈은 현실세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뿐 아니라, 시뮬레이션, 예측 등을 수행한다. 또
한 이를 바탕으로 현실세계의 문제를 발견해 그 해결방안을 찾고, 보다 효율적인 현실세계의 운영방
안을 도출하며, 나아가 현실세계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트윈은 제조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으나, 개
념적 유용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시티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 구성요소로 국토정보에 대한 디지털트윈이 존재한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그 안에 존재하는 디지
털트윈은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활용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와 디지털트윈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름 아닌 공간정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제공되
는 현실세계의 공간을 가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공간정보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디지털트
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형정보부터, 3D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및 지하공간시설에 대한 부분까
지 폭넓은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비단 공간을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현상
및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핵심 구성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공간을 디지털트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형정보부터, 3D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및
지하공간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은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비단 공간을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현상 및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핵심
구성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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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디지털트윈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화
디지털트윈에 있어서 공간정보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
발 및 과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 구축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3차원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지도 등을 포함한 다
양한 유형의 공간정보 구축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인 세종시와 부산시 등의 많은 서비
스들도 디지털트윈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3차원 모델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가 전주시와 함께 추진했던 버추얼전주 등도 디지털트윈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트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계되는 서비스들에 일관된 관점과 이해를 적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표준에 기반한 디지털트윈의 구축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트윈을 보다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공간정보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들은 현실공간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한 관
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구축된 것이다. ‘완전한’ 디지털트윈을 위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정의하기
도 힘들뿐더러, 현재 상황에서 그리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한 관점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구축되는 부분적인 디지털트윈들이 점진적으로 연계될 경우, ‘완전한’ 디지털트윈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트윈의 연계와 확장을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각 부분들
이 따라야 하는 참조모델, 만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구현을 위한 기능적 단위나 인터
페이스들이 표준화되어야만 부분적인 디지털트윈들이 무리 없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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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와 표준협력 확대 현황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화는 관련 이슈의 부각과 더불어 현재 전반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일
반적인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화 논의는 ISO1) , ISO/IEC2) JTC1-AG11, ITU-T3) 등에서 디지털트윈 개
념을 활용하는 분야별로 참조구조, 유즈케이스, 용어, 사례 등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 중, 디
지털트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공식적인 표준이 제정되고 있는 것은 제조분야의 디지털트윈 개념 및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ISO 23247 Digital Twin Framework for manufacturing 뿐이며, 타 분야에서의 논의
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화의 논의
는, 공간정보에 대한 주요 표준기구인 ISO TC211 Geographic Information 및 OGC4)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전반적인 동향, 사례, 필요성 및 향후 방향 모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공간에 대한 디지털트윈의 구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는 ISO TC211 및
OGC에 의해 어느 정도 기본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정보에 대한 개념부터, 참조
모델, 좌표체계, 주소, 기하, 품질,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제품사양, 응용스키마 규칙 및 온톨로지 등
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ISO TC211 및 OGC 등에서 기존의 공간정보 표준체계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차량, 디지털트윈과 같은 최근의 이슈와 응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협력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예
를 들어, ISO TC211은 스마트시티의 표준화와 공간정보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ISO/IEC JTC1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TC59/SC13 및 TC204 와의 Joint Working Group을 통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및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분야와의 표준화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
표준화를 통한 확장 모색해야
공간과 이에 대한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트윈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 활동들
외에도 데이터의 의미적 연계와 더불어 다양한 도메인의 효율적 연계 및 참조 등을 위한 표준화가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표준화에 기반해야만 제각기 구현된 디지털트윈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고 나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도메인의 연계를 포함한 논의 역시 향후 보다 구체
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성공적인 디지털트윈의 구현과 활용을 위
해서는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연구, 그리고 서비스 개발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진행해야만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
‘표준화’라는 단단한 디딤돌을 바탕으로 디지털트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3)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4) Open Geospatial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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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③

T H E M E

디지털트윈과
바리공주 이야기
W 신상희 가이아쓰리디 대표

지금껏 ‘통제된 환경’인 제조업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어
온 디지털트윈이 그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스마트시티다. 그렇다면 디지털트윈을
적용해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면 현실세계의 수많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리적 기술의 총아로 일컬어지는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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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 중인 디지털트윈
디지털트윈은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모사하고, 가상세계에서 각종 시뮬레이션, 최적화, 예측 작업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다시 현실세계에 반영하는 일련의 시스템과 과정을 일컫는다.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리허설을 가상세계에서 해 봄으로써 사전에 관련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소통
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디지털트윈은 지금껏 ‘통제된 환경’이 가능한 제조업 분야
에서 활발히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의료, 도시 분야까지 그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도시관리,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디지털트윈을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술 발전 덕분이다.
사물인터넷(IoT), CCTV, 드론, 라이다, 자율주행차, 모바일 매핑시스템(MMS), 지구관측위성, 스마트
폰의 보급과 확산은 과거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지구 상의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클라
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그리고 인터넷과 5G를 활용한 연결성은 공간정보의 실시간 활용성을 극대
화시켰다. 도시 내 객체와 현상을 각종 센서를 통해 모델링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가상공간 속에 도
시를 재현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디지털트윈을 통해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
으리라는 희망을 제시한 것이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관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관심사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buildingSMART와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개방형 공간정보 컨소시엄)는 디지털트윈의 근간이 되는 BIM과
GIS 데이터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IM의 선진국인 영국 또한 디지털트윈 도입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캠브리지 대학교의 CDBB(Center for Digital Built Britain)에 국가디지털트윈프로그램을 설치
하고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트윈 적용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2019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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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서는 미국, 인도 등에서 디지털트윈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우리
나라 또한 2019년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 이후 LX한국국토정보공사, LH토지주택공사, 시흥
시 등에서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장밋빛 전망과 그 이면의 우려들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는 효율적인 도시 서비스와 인프라 최적화, 빠른 상황 인지와 대응성
향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 역량 제고, 여러 분야 간의 협력 증진, 자산과 시설물 관리 비용 감소 등
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 구현은 장밋빛 전망과 달
리 다양한 우려와 위험이 존재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여러 분
야 시스템과 정보를 통합할 때 발생하는 구축과 관리 비용 증가, 해킹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이
버 보안 문제, 부족한 전문 인력, 미흡한 표준화와 산업계 협력 등이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 구축의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트윈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분야와 연계·융합될 때 발휘되므로, 개별 분야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를 아울러 보는 통합적 관점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터전이자 일터인 도시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관리하고 해결하려면
현재까지의 한계를 되짚어 보고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많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기반의 기술 중심성이 강하다. 이런 관
점에서 보자면 도시란 거대한 데이터 생산공장이다. 도시 내 여러 활동과 상태는 각종 센서를 통해 모
니터링되고 계량화되어 컴퓨터를 통해 빠르게 분석된다. 디지털트윈이나 스마트시티에서는 예외 없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를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관리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하려 노력한다. 다만, 거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공동체 의식, 주민
간 교류, 소속감, 정주의식, 안정적 주거 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즉,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측정
하고 그 값에 의지해 정책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

도시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관리하고 해결하려면
현재까지의 한계를 되짚어
보고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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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도시,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 변화 모색해야
도시관리의 최적화와 효율화는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
의 주요 기대효과로 꼽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과 도
시의 관계, 시민과 시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스마트시티에서 도시란 위에서부터 주어
진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일 뿐 주민 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삶의 터전’이 아니다. 앱을 보다가 버스 시간에 맞춰 정류
장에 나가는 우리는 더 이상 정류장 벤치에서의 우연한 만
남을 기대하지 못한다. 아무 생각 없이 정류장에 나갔다가
이웃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는 사라져만
간다.
도시의 주인은 인간이지만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에서 주민은 암묵적으로 첨단 기술의 혜택을 받
는 수동적 존재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최적 행정서비스란 사실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 버전인 경우가 많다. 소소한 서비스들을 빠르고 친절하게 제공하지만 크고 중요한 문제에는 답
을 주지 못한 채 눈을 감기도 한다.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시민 참여’ 활성화이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시민 참여의 방식들은 고장난 공공시설물을 신고하는 ‘생
활불편신고앱’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AR/VR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 도시 계획
이나 설계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에서 지금의 도시는 언제나 두통거리로 묘사된다. 교통은 혼잡하고 환경은
오염되었으며 대기질은 최악이고 도시화와 주거문제는 이제 한계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가 필요하다고 한다. 찬찬히 돌아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해결되
지 않았던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
혼과 삶이 담긴 스마트시티를 위한 고민
우리 옛 신화에 나오는 바리공주는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꽃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되살려낸다. 바리
공주는 뼈살이꽃과 살살이꽃, 피살이꽃으로 부모님의 육신을 복원한 뒤 숨살이꽃과 혼살이꽃으로 부
모님을 온전히 되살려낸다. 육신과 혼이 하나가 될 때에만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됨을 암시한다. 마찬가
지로 디지털트윈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며 우리는 물리적 인프라와 첨단 기술 구현에만 집중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봐야 한다. 모든 것을 측정하는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제조 공장과 달리 도시
의 주인공은 사람이며 사람의 여러 속성은 측정 가능하지도 제어 가능하지도 않다. 앞으로 디지털트윈
과 스마트도시의 성패는 결국 이 도시에 어떤 혼과 삶을 담을지에 따라 결정될지도 모른다. 서천서역으로
먼 길을 떠났던 바리공주가 바랬던 건 부모의 육신이 아니라 온전한 삶과 생명이었음을 잊지 말자.

27

T H I N K

30

34

REPORT

TRAVEL

소방드론과 공간정보,

고령화 시대,

재난대응의

노인을 위한

패러다임을 바꾸다

스마트시티는 있다.

40

44

TECH

TREND

양자컴퓨팅부터

“고객님~”

양자암호통신까지,

비대면 시대,

양자정보통신 전성시대

배달로봇이 문 앞에 왔다

48
WORLDWIDE

라이다(LiDAR) 시장의 성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주요 트렌드
4 major trends influencing the growth
dynamics of LiDA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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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소방드론과
공간정보,
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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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지진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고층건축물 등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지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소방에서는
2015년부터 소방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정보를 취득하며 효율적인
재난대응에 힘써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재난대응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소방드론에
대해 살펴본다.
W 허창식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31

재난현장과 소방드론의 어색한 첫 만남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드론이 유행처럼 번진지 벌써 수년 째다.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도입 초기에
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5년 서울소방에서 처음 드론 도입
을 추진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현장대원은 드론 없이도 재
난대응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고, 앞으로 시작될 낯선 변화
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인 분위기
속에서 재난현장과 드론의 어색한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고 이런 분
위기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서울에서는 출동을 담당하는 총 26곳의 소방관서 중 단 한 곳에서만 소
방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말까지 다섯 곳으로 확대됐고
202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전국 시·도 소방관서에서 소방드론의 본격
적인 도입에 나섰다. 사실 비교적 일찍 소방드론을 도입한 소방관서의
경우에도 전담 관리부서와 인력이 없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없었다. 그
런데도 불구하고 소방드론 운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드
론의 장점을 활용해 제 몫을 톡톡히 한 사례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그림1] 소방드론의 활용예시

아직 소방드론은 근거리에 있는 지상
대원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높은 건축물의
수직검색과 넓은 범위의 수평검색을
지원해, 대원들이 체력을 낭비하지 않게
돕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보장해준다.

1

2

3

4

1 고층건축물 화재 옥상층 인명검색
2 대형 선박화재 모니터링
3 산불 화점 탐지(열화상)
4. 야간 상가 건물 화재 옥상층 대피자 현황 파악(열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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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다

하지만 높은 건축물의 수직검색과 넓은 범위의 수평검색을 지원해, 대

소방드론을 도입한 후에도 갈 길은 ‘구만리’ 같았다. 소방드론 도입 사

원들이 체력을 낭비하지 않게 돕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보

업의 기체표준을 위한 성능 기준과 운용을 위한 매뉴얼, 점검부, 운용

장해준다. 현재 서울소방에서 사용하는 드론에는 최대 200배까지 확대

일지, 관련 보험 등 뒷받침돼야 할 행정 업무는 걸음마 수준에도 못 미

할 수 있는 카메라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이 부착돼 있다. 200배줌

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운용한 사례는 해외까지

카메라는 800m 떨어진 거리의 상공에서도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

포함해도 극소수였다. 해외 사례를 어렵게 발굴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고, 열화상 카메라는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열을 감지할 수 있어 재

에 그대로 적용하려니 법령규제와 재난환경, 그리고 대응 전술 상의 차

난현장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 중이다.

이가 적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것을 무(無)에서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소방드론의 다양한 운용 사례를 통해 효용성이 검증된 이후, 각 시·도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임무용 전용주파

소방본부에서는 맞춤형 소방드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운

수(5091~5150MHz, 출력1W)를 1년에 걸쳐 허가(LTE 사용 전까지)받았

용할 전문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나아가 영상정보 송출 및 지휘를 위한

고 수도방위사령부와 업무협의로 2015년 8월부터 재난현장에서 바로

드론 전용차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만큼 재난현장에서도 항공정보

유ㆍ무선 비행승인과 촬영허가(P-73 A 포함)도 얻어냈다. 재난현장에

를 취득하는 일이 우선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방대응 시스템

서 소방드론 추락 시 보상에 관한 보험 문제와 사고 시 수리비용 문제

역시, 소방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외부

등도 하나, 둘 해결해 나갔다. 행정적인 부분을 해결한 후, 소방드론을

소방 관련 전문가들 역시, 향후 소방업무 중 50% 이상에 드론이 활용

현장에서 운용하면서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될 거라고 예측한다. 도입 초기 검증이 되지 않아 의구심을 갖게 했던

아직 소방드론은 근거리에 있는 지상 대원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드론이 이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재난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현장의 정보 취득 패러다임 또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림2] 비상소화장치 위치정보 검색

항공 및 지상 VR를 통해 관내 비상소화장치 위치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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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화재취약대상물 3D 매핑 분석

화재취약대상물 주변 소방차량 진입 공간을 3D 매핑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2017년, 항공 VR을 활용한 비상소화장치 위치 공간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8년부터는 3D매핑과 모델링을 활용해
재난사고 메커니즘 등 원인분석에 소방드론을 활용해왔다. 이렇게
소방드론이 전문분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재난사고 관리
분야에서 소방드론과 공간정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4] 화재조사 및 감식 현장 3D 모델링 분석

재난사고 대응 위한 새로운 플랫폼 활용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
을 확보한 후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입 초기 소방드론이 화재, 구조
출동 등 재난대응에 주로 활용되어온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사고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7년, 항공 VR을 활용한
비상소화장치 위치 공간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8년부터는 3D
매핑과 모델링을 활용해 재난사고 메커니즘 등 원인분석에 소방드론
을 활용해왔다. 보다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활용 사례 및 선행 연구가 부족한 만큼, 더 많은 경험
과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 및 재난 분야에서 소방드론은
전문성을 점차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재난사고 관리 분야에 소방
드론과 공간정보 등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면 재난사고 관리
방식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화재현장에서 조사 및 감식에 필요한 정보를 3D 모델링을
통해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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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노인을 위한
스마트시티는
있다

코맥 매카시가 원작을 쓰고
코엔 형제가 영화화한 작품의 이름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였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노인을 위한 도시가 결국 모두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W 신지선 문화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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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 개념이 핵심인 스마트시티
노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과 건강이다. 근
력이 없어져 쉽게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노년기에는 안전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진다. 또한 질병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이니만큼 건
강한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필수적이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많은 도시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다양한 스마트 헬
스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란 무엇인가? 스마트 헬스의 종류는 대상자의 치료나
의료 부분을 책임지는 스마트 의료(메디컬), 전체적인 건강 및 체
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웰니스, 안전을 비롯하여 노인들
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스마트 실버로 나뉜다.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은 원격의료를 포함한 스마트
의료 서비스다. 원격의료는 나라마다 환경과 도입에 대한 입장 차
이 때문에 아직 스마트시티의 표준이 되기 어렵다. 서비스를 도입
하기 전에 법령과 제도의 정리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거리

정서적 안정까지 확대된 고령자 친화 서비스

에서 임상과 헬스 케어가 가능한 원격의료는 거리 장벽을 없애고

인구 고령화 시대에 스마트시티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서비스다.

의료와 건강관리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보다 더 중요

다만 전문가 부재 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위험 정도가 증가하고 데

한 것은 노년기도 의미 있는 시간이며 생존 그 자체를 넘어 소속감

이터의 전송과 저장 과정에서 정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 즉시 치료

과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를 시작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이 부분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예는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찾아볼

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 결국 해결 방안

수 있다. 일본은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다.

을 찾아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하는 고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 제도와 산업기술 발

현재 기술이 상당한 지점에 도달한 분야는 스마트 웰니스다. 심근

달을 꾀하는 동시에 고령자 스스로 할 일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

경색, 당뇨병, 고혈압 등 노년층이 주로 앓고 있는 질환은 매일 매

IT 기술을 활용한 노년 라이프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좋은 예

일 꼼꼼한 관리가 핵심이다. 직간접 센서를 통해 이를 24시간 모

다. 일본의 노년층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니터링하며 사물인터넷과 연계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자기를 노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하는 서비스는 노년기에 이른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모두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아있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에도 사회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

실버 케어 부분도 디지털 기술에 기대어 상당 부분 발달했다. 침대

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에서 일어날 때 휠체어가 전동으로 준비되는 서비스, 우울 증상 노

우리나라에도 고령자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가운 움직

인들에게 식단, 투약 관리, 취미활동 등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

임이 있다. 국내 SKT의 AI 스피커 ‘누구’는 사회 취약 계층의 정서

공하는 챗봇, 위험 상황이 생길 경우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위기 대

와 안전을 지원한다. 스피커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위급 상황이

응 프로그램들이 장착된 실버 케어 로봇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올 때 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 캡스를 연계해 사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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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시대에
스마트시티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단순한 의료와
건강관리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년기도 의미 있는 시간이며
생존 그 자체를 넘어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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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미래다.
결국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고령자와 장애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스마트시티의
설계와 기획과 논쟁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게 했다. 일본의 대표적 스마트시티로 손꼽히는 ‘가시와노하 스마

케어’도 시도된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트시티’는 태양광, 풍력 등 자립 가능한 에너지 생산 시설을 갖추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 사회에 살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

고 있고 식재료 생산, 산업 육성, 주민 건강 관리까지 생활 전반적

지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거나 소

인 것을 지방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모든 주민들

외되기 쉬운 노인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통신 가능한 손목 시계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착용하고 있어 자

혁신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록된 건강 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도 커뮤니티 케어의 한 축이

이터가 스마트시티 내 건강센터로 전송되어 관리된다. 우리가 꿈

된다. 스마트시티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 경험의 극대화를 제공한

꾸는 스마트 헬스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 이미 이런 서비스들은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에 적용되고

뿐만 아니다. 발전된 기술로 돌봄의 영역까지 완벽하게 케어하고

있다. VR 서비스를 이용한 전시회 관람이나 문화재 관람, 홀로그

있는 스마트시티는 독거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있다. 앞으

램 콘서트 등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와 예술로 삶의 전반

로 이 서비스에 음식배달, 원격진료, 디지털 처방까지 이어지면 건

적 만족감을 올리는 장치는 전시나 콘서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스

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완벽한 고령자 친화 도시로 거듭날 것

마트시티에서 만날 수 있는 스마트 스쿨은 노년기를 보다 활기차

으로 보인다.

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고령자 친화가 이루어져야 가장 발전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로 변신 중인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가장 발전된 도시, 가장 사람들이 많은 도시

도시의 고령화는 대도시보다 지방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가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시티로 변모할 것이라고 오해했는지도 모

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30년 이

른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시도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내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져 228개 시군구 중 84개, 3,428

말하고 있다. 소멸될 지방도시를 스마트시티화 하면 너무 집중된

개 읍·면·동 중 1,368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도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한가한 곳에서 고령자들이 보다

시의 소멸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일본은 지방 소멸의 문제점을 고령자 친화 스마트시티로 풀고 있

고령자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미래다. 결국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될

다. 예를 들자면 최근까지 운영하지 않던 철길을 재정비하여 자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고령자와 장애

주행 버스를 운영하는 도시, 히타시처럼 말이다. 자율주행 공공 교

인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스마트시티의 기

통을 확대해 고령자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병원이나 상

획과 설계와 논쟁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가장 스마트한 도시는 가

업시설에 방문할 수 있게 했고 스타트업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원

장 소외된 계층도 스마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일 테니까.

격의료, 고령자 지킴이, VR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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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부터 양자암호통신까지,
양자정보통신 전성시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이을 차세대 기술로 ‘양자정보통신’이 주목받고 있다. 양자정보통신은 양자 관련
정보통신기술(ICT)을 총칭하는 미래 기술로,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아직 적용 사례가 다양하지 않고 성능이나 기능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용화될 경우, 데이터 처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 확실한 만큼,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W 박종진 전자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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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에 따라
병렬 처리가 가능한 양자컴퓨팅 기반 미래형
컴퓨터다. 컴퓨터 계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기존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잠재력과 신속성, 정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양자컴퓨팅
양자는 물리학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적 독립체의 최소

기업과 연구기관은 중첩·얽힘 등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미래

단위로,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양자중첩은 하나의 양

기술을 개발·고도화하고 있다.

자에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측정하기 전까지 양자의 정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에 따라 병렬 처리가 가능한 양자컴퓨

확한 상태를 알 수 없다. 둘째, 양자얽힘은 둘 이상의 양자가 가지

팅 기반 미래형 컴퓨터다. 컴퓨터 계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

는 상관관계를 뜻한다. 예를 들어 기존 컴퓨팅에서는 0과 1만을 구

키고 확대했다. 기존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잠

분하고 이 둘이 공존할 수 없었지만, 양자컴퓨팅에서는 양자얽힘

재력과 신속성, 정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화학공학,

현상에 의해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켜 연산 속도를 압도적으로 높

재료과학, 신약 개발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적합한 산업을 혁

일 수 있다. 세 번째 특성은 불확정성으로, 서로 다른 물리량을 동

신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

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한다.

자가 양자컴퓨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세계에서 가

양자정보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고 연산

장 먼저 양자컴퓨팅 기술 연구에 뛰어든 IBM과 아마존웹서비스

을 수행하는 기술로,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을 포

(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이 양자컴

괄한다. 이중 양자컴퓨팅은 양자를 활용한 컴퓨팅 기술서비스다.

퓨팅 기술을 개발·고도화하거나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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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암호통신과 그 원리
양자암호통신은 양자기술로 생성한 암호키를 송수신 측에 안전하

구현되는 서비스는 보안이 생명이다.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시스템

게 전달하는 통신 보안기술이다. 중간에 도청이 있어도 암호키 자

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체가 손상돼 탈취한 쪽에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강점덕에 도·감

는 측면에서 양자암호통신의 강력한 보안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기존 통신 보안기술은 암호키 숫자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 해커 등
공격자가 암호를 풀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미래형

양자정보통신 개발·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컴퓨터 양자컴퓨터 등장 등 컴퓨팅 속도 향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암호키 숫자를 길게 늘여 쓰는 현재 기술은 한계를 맞을 것으로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양자정보통신과 양자정보

상된다.

과학 연구개발(R&D)·실증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자

양자암호통신은 도·감청은 물론 디도스(DDoS)·랜섬웨어 등 각

정보과학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균관대학교에 양자 R&D 컨

종 사이버침해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경우 암호키를

트롤타워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양자암호통신

손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망 보안과 정보보호를 강화할 미래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서는 등 양

형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자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통신망은 신호 줄기 끊김과 이어짐으로 디지털 신호 ‘0’과 ‘1’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 상황에 보안을 강

을 구분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보안을 위해 암호키를 사용하지만

화하고 응용 서비스를 발굴, 양자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준비되

유출 시 관련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0이나 1이

고 있다. 국내외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확산에 기여할 실증 경험을

라는 특성이 결정돼 있지 않다. 통신을 위해 정보를 보내는 쪽과 받

축적, 국내 양자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사업에는 통신사와 공공

는 쪽 끝단에 각각 양자암호키분배기(QKD, Quantum Key Distributor)

기관·소프트웨어(SW) 기업 등이 참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를 설치하고 매번 다른 암호키를 이용해 0 또는 1을 결정한다. 양자

연계, 양자암호통신 기술 파급력을 확대하고 낙수효과로 향후 양자

암호키는 단 한 번만 열어볼 수 있어, 중간에 누군가 가로챌 경우 바

산업 초석이 될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공공·의료·산

로 확인해 대처할 수 있게 한다. 해킹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기술로

업 분야 등에서 시범인프라를 구축, 국내 양자 연구·산업 전반에 파

기대되는 이유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급돼 양자 연구·산업 생태계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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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주도하는 양자암호통신 R&D

국내 최초 양자암호기술 적용한 전력통신망

국내에서는 통신사 주도로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가

최근 국내에서는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한 전력통신망도 개통됐다.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LG유플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충남 안면 변전소와 태안 변전소 사이

스가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각각 확보해 고도화 중이다.

40km 구간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한 전력 통신망을 구축, 개

SK텔레콤은 2014년 10월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국

통한 것이다. 전력연구원이 실증하는 양자암호화 통신기술은 동일

내 최초로 선보였다. 올해는 삼성전자와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한 암호키를 생성해 수신자와 송신자에게 보내는 양자암호키분배

(QRNG, 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칩셋을 탑재한 5

(QKD) 기술을 사용한다. 임의의 양자 상태로 완벽한 복제가 어려운

세대(5G) 스마트폰 ‘갤럭시A 퀀텀’을 출시해, 자회사 IDQ와 미국 버

복제불가원리에 의해 보안을 유지한다. 만약 도청자가 선로 중간

라이즌 상용망에 QKD를 공급하는 기록을 세웠다.

에서 정보를 취득하면 ‘양자얽힘’에 의해 양자상태에 변화가 발생

KT는 올해 자체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기술로 5G 상용망에서 데이

하고 통신 내용도 달라져 사용자가 도청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

터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실증에 성공했다. KT가 자체 개발한 QKD

다. 이렇듯 전력망 보안 위협이 커짐에 따라 양자암호 적용 사례도

시스템과 중소기업이 개발한 국산 암호화 장비(Encryptor)를 ‘개방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확대로 외부 전력망과

형 계층구조(ITU-T Y. 3800)’ 국제표준에 따라 경기도 일부 지역

연계 사례가 증가, 보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보안 우려가

고객이 이용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적용했다. 서비스

있거나 국가 기반 시설, 군사 시설, 보안 시설이나 기업 비밀·핵심

중단 없는 양자암호기술도 개발했다.

시설 등에 양자암호통신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서울대 산업수학센터·크립토랩과 양자내성암호
(PQC, Post-Quantum Cryptography) 기술을 개발했다. 올해는 고
객전용망 장비(광통신전송장비) 적용에 성공했다. 푸는 데만 수십억
년이 걸리던 수학 알고리즘도 양자컴퓨터로 풀어냄으로써, 통신 보
안을 강화했다. 향후 5G와 유·무선 가입자 서비스에도 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양자정보통신, 해외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양자컴퓨팅 R&D가 두드러진다. IBM은
2016년 최초로 범용형 근사 초전도 양자컴퓨터를 클
라우드 상에서 구현했고 구글은 2019년 양자우위 달성
논문으로 양자컴퓨터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냈다. 아마
존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 또한 양자컴
퓨팅 서비스 ‘아마존 브래킷’ 출시와 양자컴퓨팅센터·
양자솔루션 랩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IBM, 구글, 인
텔은 양자컴퓨터와 SW를 모두 개발한다. AWS와 MS
는 SW 개발에 집중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IBM
양자컴퓨팅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양자컴퓨터를 개발
한다. 정부도 종합계획·국책과제 등으로 올해 본격적
인 양자컴퓨팅 산업 육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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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I N K

Trend

“고객님~”
비대면 시대
배달로봇이
문 앞에 왔다
2020년은
‘로봇(Robot)’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20년 체코 출신 극작가의
희곡에서 처음 언급된 로봇은
100년 후 ‘몸’이 되어 빌딩과 길
사이를 누빈다. 그는 몸 안에
치킨, 피자, 도시락 같은 따끈한
음식을 품고 있다. 때론 편지와
소포를, 호텔 룸서비스 비품을 싣고
달린다. 휴대폰 앱은 그의 이동과
도착을 시시각각 알려준다. “띵동”
배달로봇이 문 앞에 왔다.
W 곽한나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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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관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배달로봇은 특정
도시공간에서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승강기에
탑승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앞당긴
배달로봇의 진화
-

배달로봇의 등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각종 로봇 전시회와 산업

지 않아 승강기 이용도 원천적으로 금지해왔다. 상용화하기 어려웠

기술박람회에 빠짐없이 등장해 셔터 세례를 받는 주인공이 바로 배

던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지난 9월 23일,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관한

달로봇과 서빙로봇 아니던가. 실제로 식당에서 주문자의 테이블까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용어는 다소

지 최적의 경로로 음식을 싣고 가고, 호텔과 리조트에서 룸서비스

어렵지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정성을 시험하고 검증

비품을 객실 문 앞까지 배달하며,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환자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특정 도시

과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장소로 옮기는 배달로봇은 이미 일

공간에서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배달로봇이 보도로 다니

상 곳곳에서 활약 중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거리를 활보하는 배달

거나, 실내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도 가능해졌다. 보행자의 속도보다

로봇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다. 법을 포함한 각종 정부 규제와 안전

빠르게 이동하는 배달로봇이라면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도

에 대한 우려, 높은 비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외 배달로봇 시대

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를 앞당긴 것은 역시 ‘코로나19’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 배달로봇

우리 정부는 이러한 규제혁신을 거쳐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강

을 우리 일상과 거리 속으로 재빠르게 소환한 셈이다.

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1년에는 로봇산업 관련 예산

배달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와 같은 운송 이동수단에 해당해

을 32% 증액한 1,944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조로봇과 함께 4대 서비

보도나 건널목을 이용할 수 없다. 승강기 탑승 안전 기준도 마련되

스로봇(물류, 의료, 웨어러블, 돌봄)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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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은 전 세계
배달로봇 시장이 2018년
1,188만 달러(약 132억 원)에서
2024년 3,399만 달러(약
3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표된 조사인 만큼
배달로봇 시장의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우리
현실에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최초 실외 배달로봇 등장
세종시, ‘자율주행 로봇 규제자유특구’ 선정
-

국내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끌어 내며 실외 배달로봇을

가운데 우편물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

현실화시킨 주역은 ‘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이다. 이

영된 결과다. 우정사업본부는 세 가지 핵심 기술로 무인 우편·배달

들이 선보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는 수원 광교 주상

서비스 시대를 예고한다. 실내에서 지정된 장소로 수취인에게 우편

복합 아파트 단지와 건국대학교 캠퍼스 일대를 누비며 시범 서비스

물을 전달하는 ‘우편물 배달로봇’과 무거운 짐을 싣고 집배원과 함

를 진행하고 있다. 주문자가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께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추종로봇’,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이

로봇이 음식점에서 조리된 음식을 싣고 단지 내 인도와 골목길을 보

동식 무인 우체국’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행 속도인 시속 4~5km로 달려 배달하는 것이다. 고도화된 센서 기

서 시범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자, ‘자율

술로 사람과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 가고, 사람들의 이동경로나 노면

주행 실외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세종시의 대학과 대단지 산

상태를 반영해 스스로 길과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설계됐다. 또한 주

업시설 등으로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 중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어백을 차체 전체에 적용했

세종시는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과

다. 현재는 아파트 1층이나 광장 내 야외 테이블 지정 위치에 음식을

달리, 지역 내 실증로봇 통합관제를 구축하고 충전과 주행 체계 개

배달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과 승강기 연동

발 등 자율주행 실외로봇에 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기술을 더해 주문자의 현관 앞까지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를 모은다. 도시 전체가 비대면 서비스 배달과 코로나 방역, 보안순

딜리드라이브와 함께 배달로봇 시범 운영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곳

찰용 자율주행 실외로봇에 대해 안전성과 상용화 검증을 진행할 수

이 우정사업본부다. 코로나 이후 택배 물량 폭주로 업무량이 가중된

있도록 야심 차게 변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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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앞설까
유통 패러다임 바꾸는 배달로봇
-

코로나19 팬데믹과 각종 규제 샌드박스로 전 세계 배달로봇 시장

니며, 위치 추적은 물론 야간 주행도 가능하다.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실외 배달로봇의 상용화 검증을 서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역시 작년 1월부터 배달로봇

르는 우리나라처럼 해외 기업들도 앞다투어 배달로봇 시범 운행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카우트’로 불리는 아마존 배달로봇은 약 8개월

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

동안 시애틀에서의 시범 운행에서 식료품 등의 정기 배송과 소형 택

켓》은 전 세계 배달로봇 시장이 2018년 1,188만 달러(약 132억 원)

배 물품을 성공적으로 배송하며 시범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에서 2024년 3,399만 달러(약 3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실리콘밸리 무인배송 스타트업인 누로가 개발한 ‘R2’는 올해 초, 미

(MarketsandMarkets, 2019.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표된 조사

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캘리포니아 공공도로에서 시범 운행할

인 만큼 배달로봇 시장의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우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다. 인도를 이용한 기존 배달로봇과 달리 도

리 현실에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로에서 시속 40Km의 자율주행하며 190Kg의 무거운 중량까지 실을

선두에 서고 있는 미국의 스타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5년 영국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누로는 최근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업체인 CVS

시작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워싱턴DC 등 이미 100개

와 협력을 맺고, 병원 처방전을 앱에 입력하면 R2를 이용해 약을

이상의 도시에서 10만 건 이상의 배달을 성공시켰다. 실외 배달로봇

배달하는 ‘원격 처방’ 서비스 시범 도입을 알렸다. 도로주행에 이어

디자인의 선구자 격인 ‘스타십 배달로봇’은 아이스박스가 포함된 차

헬스케어 분야까지 진입한 R2의 행보는 배달로봇의 진화와 확장이

체에 6개의 바퀴가 달려 평균 시속 6km로 움직인다. GPS와 360도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 가능성에 관해 다시금 주목하게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9대의 카메라 센서가 있어 장애물을 피해 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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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I N K

Worldwide

라이다(LiDAR) 시장의 성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주요 트렌드
4 major trends influencing the growth
dynamics of LiDA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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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라이다 시장은 판매량 및 수익 공유 측면에서 괄목

The global LiDAR market is currently witnessing a prolific

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광범위한 매핑 및 3D 이미징 애플

expansion in terms of volume and revenue share, given the

리케이션을 위한 기술 사용이 증가한 덕분이다. 라이다 기술은 아주

technology’s rising adoption for extensive mapping and 3D

작은 물체까지 감지하기 위해 더 짧은 파장을 사용하는 만큼, 전통

imaging applications. Some of the current mapping and imaging

적인 지리 기술에 비해 훨씬 정밀하다. 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한 이

solutions are relatively low on the performance dimension,

후, 기업들은 다기능 3D 이미징 및 매핑 솔루션으로 작동하는 무인

demanding a need for LiDAR. The LiDAR technology makes

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에 라이다를 장착하기 시작했

use of shorter wavelengths, enabling it to detect even minuscule

다. Global Market Insights, Inc.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다 시장은

objects, making it more accurate compared to other traditional

2019 년부터 2025 년까지 100억 달러의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할 것

methodologies.

으로 예상된다. 향후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킬 트렌드로 다음과 같은

In fact, the advent of these technologies has led enterprises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to begin deploying LiDAR devices on UAVs as they act as
multifunctional 3D imaging and mapping solutions. As per a
report by Global Market Insights, Inc., LiDAR market is anticipated
to account for an overwhelming share of USD 10 billion over the
span of 2019 to 2025. Trends that are transforming the business
landscape are enumerated below: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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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

Ongoing efforts by the industry majors

라이다 기술의 부상은 비즈니스 영역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기 위

Emergence of LiDAR technology has indeed offered a huge

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Geodigital, Leddartech, Quantum Spatial,

growth potential to a wide range of enterprises including

Topcon Positioning Systems 및 Innoviz Technologies를 포함한 수

Geodigital, Leddartech, Quantum Spatial, Topcon Positioning

많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제공했다.

Systems, and Innoviz Technologies amongst others, who have

일례로 저명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 AG)은

been relentlessly working towards introducing novel innovations

로봇 비전 및 감지 선도자인 오디오아이(AEye)에 엄청난 지분을 투

in the business space.

자하여 LiDAR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오디오아이

In one such instance, Continental AG- a prominent name in

의 라이다 기술은 160m 거리에서 여러 측정 지점을 사용해 크기가

automotive part manufacturer- has announced expanding its

작고 반사가 적은 물체를 추적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상업용

LiDAR technology portfolio by investing a whopping share in

차량과 승용차 양쪽 모두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

robotic vision and sensing pioneer- AEye. The latter’s LiDAR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echnology boasts of the ability to trace small, low-reflective

한 매체에서는 뉴스를 통해 콘티넨탈사가 이번 투자를 통해 라이다

objects at a distance of mere 160 meters with multiple measuring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해 센서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자동차산업

points and is suited to be vital for automated driving in both

및 자율주행차량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고성능 제품을 생산할 수 있

commercial as well as passenger vehicles. As per news reports,

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this investment would allow Continental to make extensive use of
this LiDAR technology and industrialize the sensor to produce a
fully automotive grade product, which stands as a major need of
the hour across the automotive industry and autonomous vehicles.

52
자율주행차 적용을 통한 기술 확산

북미 지역 자동차회사들의 폭넓은 활용

라이다 시장에서 기계식 라이다산업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할 것

자율주행차에서 라이다 기술 활용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북미 지

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과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라이다 기술 적

역이 라이다 산업의 주요 투자 허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급

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

최고의 안전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행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18년 라이다는 90%의 점유율을 획

온 대형 자동차회사들이 북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

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이다는 일부 반자율 자동차의 안전 기

년 북미 지역은 전체 시장 중 50%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상업적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성능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또는 레크리에이션 용도의 드론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Proliferating technology use in autonomous vehicles

Expansive presence of automakers in North America

Given that use of LiDAR technology is burgeoning across the

Speaking of the innate use of LiDAR in autonomous vehicles, it

automotive industry as well as in the autonomous vehicles, it

is noteworthy to mention that North America is poised to emerge

is no surprise that mechanical LiDAR segment across LiDAR

as a major investment hub for LiDAR industry on account of the

market would grow at an unprecedented pace. In fact, reports

string presence of large automobile companies that have been

suggest that the segment acquired a business share of 90

looking forward to developing self-driving cars with superior

per cent in 2018, on the grounds of rising need for self-driving

and best in class safety features. The region had in 2018 held

vehicles. Currently, LiDAR is being incorporated into advanced

a significant market share of 50 per cent, which could also be

driver assistance systems just to enhance the safety features in

attributed to the increased use of drones for commercial and

some of the semi-autonomous cars.

recreation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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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서 라이다 사용 증가

지형 라이다의 활용 확대

라이다 기술은 자동차산업 외에 환경 분야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광

환경 분야에서의 라이다 활용과 관련해, 지형 라이다 분야의 가파른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 분야용 라이다 시장은 2025

증가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형 라이다는 향후 오랫동안 연 25%

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이 가능한 이유는 라이다 기술이 정확한 고품질 3D 데이터가 필요

지형 라이다 시스템은 산림 캐노피를 관통해 다양한 지역의 3D 모델

한 지구과학 분야는 물론, 야생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연구하

을 정확히 생성할 수 있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지

는데 아주 적합하기 때문이다.

형 라이다와 같은 지형 관측 장치는 등고선, 디지털 지형 모델, 디지
털 표면 모델 등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수요가 더욱

Increased LiDAR use for environmental purposes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et alone the automotive industry, LiDAR technology is also
being massively used in environment for vivid applications. As

Massive use of topographic LiDAR

a matter of fact, the environment segment across this market

Laying focus on the environmental use of LiDAR, it is essential

is touted to grow at a CAGR of 32 per cent through 2025. This

to point towards the increasing graph of topographic LiDAR

growth can be ascribed to the technology’s intrinsic use for

segment, which is expected to depict a growth rate of more than

various geoscience applications to create accurate and high-

25 per cent over the foreseeable time frame. These systems

quality 3D data and also study various ecosystems of wildlife

are observing humongous demand owing to their ability to get

species.

through forest canopy and produce accurate 3D models of
diverse regional landscapes. Needless to mention, topographic
devices are being generally used to create contours, digital
terrain models, digital surface models, etc.

https://www.geospatialworld.net/blogs/4-major-trends-influencing-thegrowth-dynamics-of-lidar-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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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L K

Industry

정밀위치정보 지오닉으로
공간정보의 가치를 높이다

전 세계를 746조 개의 작은 네모
상자로 나누고, 각 칸마다 고유의
닉네임을 붙여주었다. 세상의 모든
위치를 2개의 단어와 1개의 숫자로
정의한 ‘지오닉’의 정밀위치정보는
사람은 물론 기계와의 소통에도
능하다. “너 지금 어디야?”라고 물었을
때 “‘즐거운, 우리, 회사’에 있어”라고
대답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
인포씨드의 권요한 대표를 만났다.
W 박향아 자유기고가
P 안용길 사진작가

㈜인포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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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조 개의 공간을 위한 새 주소

세월호 참사가 내려놓게 만든 공간정보 전문가의 자부심

여의도한강공원의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이다. 한강

사람과 기계가 각자의 언어로 같은 위치를 상호인식, 소통할 수 있

공원 입구도, 입구에서 한참을 걸어 도착한 강변의 벤치도 동일한

는 정밀주소 서비스 ‘지오닉’. 그 시작은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

주소를 가진다. 지도 앱을 이용해 현재 위치를 파악해 공유한다 해

간다. 인포씨드의 권요한 대표는 공간정보 분야에서만 25년을 종사

도,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지역에서

한 공간정보 전문가다. 부산 UIS(Urban Information System, 도시정

는 이마저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인포씨드에서 개발한 ‘지오닉’을 통

보시스템) 기본계획을 비롯한 다수의 UIS에 참여, 한국 최초 전자해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오닉’은 지오그래픽(Geographic)

도 구축, 한국 최초 PCS폰 위치추적 서비스, 한국 최초 폰일체형 휴

과 닉네임(Nickname)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리적 공

대폰 내비게이션, 세계 최초 공간정보 유출방지 보안 솔루션, 공간정

간에 닉네임을 붙여주는 것이 지오닉의 핵심 기술이다. 지구 전체를

보 코드패턴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해 다양

가로 1m, 세로 1m 크기의 정사각형 조각 약 746조 개로 나눠 각각

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왔다.

의 공간에 고유한 주소를 부여한다. 위치표시를 위한 지오닉의 표현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 해온 만큼, 공간정보

방식은 ‘정밀위치@지역’의 형식을 가진다. 정밀위치는 무작위의 단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누구보다 깊다고 자부했고, ‘이론과 실무

어 2개와 숫자 하나로 구성되는데, 해당 공간과 연관성은 없어도 되

를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2014년 4월

지만, 746조 개에 달하는 조합이 절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16일, 방송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던 그는 그 자신감이 ‘자만’

이를테면 ‘여의도한강공원 편의점 옆 벤치’가 놓인 가로세로 1m 지

이었음을 깨달았다.

점의 지오닉은 ‘바람, 녹색, 32@여의도한강공원’이 되는 식이다. 게

“세월호는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GPS가 내장된

다가 746조 개에 달하는 지오닉 주소를 약 50메가에 전부 담았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메신저를 사용했으니

에, 데이터 통신과 상관없이 지오닉 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을

데이터 통신도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배가 가라

수 있다.

앉는 그 순간에,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

58
다. 바다뿐일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의 장소에는 정밀한 위치

하려면 정밀위치표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공간정보가 아무리 정확해져도 사람이 위치를 말

공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얘기

하고, 읽고,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할 수 있을 테고요.”

들었습니다.”

권요한 대표는 새로운 정밀위치표시 기술 개발을 위해, 공간정보 전

권요한 대표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순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얘기

문가들을 모았다. 그 결과 인포씨드 설립의 취지와 도전 과제에 공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모든 자부심을 버렸고, 남은 생에

감한 12명의 멤버들이 불확실한 도전에 기꺼이 동참했다.

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인

“2018년에 LX공간정보연구원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강애띠 박

포씨드의 설립과 함께 ‘세상 모든 곳의 정밀위치 표시’라는 도전을

사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덕분에 올해 1월부터, 함께 일하게 됐습

시작했다.

니다. LX공간정보연구원과는 현재도 ‘LX 주소혁신 플랫폼’ 연구 과
제를 함께 진행하는 등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지오닉’ 개발에 성공하다

으로도 LX와 함께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를 개척해가고 싶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단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과정은 쉽지 않

지구 전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최대한 짧은 표현이어야 하며,

았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인 만큼, 과정마다 실험과 실패, 새로

변하지 않는 형태이면서, 정밀하고, 음성인식이 잘 되고, 장소가 아

운 도전을 반복해야 했다.

닌 사물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등.

“이전까지 공간정보산업은 ‘지도’라고 표현되는 공간을 사람 중심,

권요한 대표는 최고의 동료들과 수많은 제약조건을 모두 해결할 수

시각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있는 형태로 지오닉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왔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과 같은 기술 발달로 앞으로는 기계 중심, 기계인식(센싱) 중심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계 중심의 공간정보가 모든 산업군에

는 과정을 거쳐, 2019년 말에 드디어 전 세계에 소개해도 부끄럽지

서 활용되는 미래 사회에서 사람과 기계가 정밀한 위치를 공유

않은 지오닉을 선보이게 됐다.

권요한 대표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순간 누구도 자신의
위치를 얘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모든 자부심을
버렸고, 남은 생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인포씨드의 설립과 함께
‘세상 모든 곳의 정밀위치표시’라는 도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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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밀위치표시
플랫폼 지오닉은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에
사용되어 효율을 높이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이며, 부품인
동시에 소재입니다.
이런 지오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기술을 향해 달려가는
스마트한 이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열기 위한 열쇠, 지오닉

연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그렇다면 지오닉은 우리 삶의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대된다. 권요한 대표는 또한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라스

까? 권요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모든 분야”라는 답을 내놓았다.

트마일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지오닉의 타겟 시장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브

전 과정) 등 사람과 기계가 위치를 통해 빈번히 소통하게 될 절대적

레인스토밍을 했어요. 그리고 ‘지오닉의 최대 강점은 타켓 시장에 대

흐름 속에서 각 분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계

한 제약이 없이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획이다. 이를 위해 무료 API 사이트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

라는 결론을 내렸죠.”

오닉 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고 있지만, 세계인들이 지

실제로 인포씨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어디야 한강’이라는

오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꾸준히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앱을 개발, 지오닉을 활용해 내 위치를 공유하거나 목적지를 정확히

“글로벌 정밀위치표시 플랫폼 지오닉은 단독 제품이 아닙니다. 다양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서비스와 제품에 사용되어 효율을 높이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

가까운 응급실이나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확인하고 전화나

는 인프라이며, 부품인 동시에 소재입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찾

문자메시지로 119에 신고할 수도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오닉 개

아 서부로 달려간 사람들에게 청바지가 효율적인 도구가 되었듯, 지

발의 최초 목적도 잊지 않았다. 여행사와의 협업도 진행 중이다. 세

오닉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기술을 향해 달려가는 스마트한 이들

상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여행 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서비스

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는 것은 물론, 지오닉의 my.geo.nick(마이 지오닉) 기능을 활용해

권요한 대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다. “제가 아내에게 전화해서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에 직접 주소를 부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할 예

어디야?’라고 물었을 때, ‘하늘, 바람, 32@코엑스’라는 닉네임으로 대

정이다. 나아가 3차원 공간에서 특정 위치를 찾아는 방법, 인간과 인

답하는 날. 더 나아가 위험에 빠진 누군가가 지오닉에 힘입어 자신의

공지능 간 정밀위치 정보 소통을 위한 언어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유하는 시대를 여는 것. 그날을 위해 지

현재 개발 중인 영상이나 사진 속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은 자

금까지 그랬듯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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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간정보 거점을
꿈꾸다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공간정보과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공간정보과는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보 특성화고에 3곳 중 1곳으로
지정되며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5년여가 지난 지금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공간정보과의 면면을 소개한다.
W 이경희 자유기고가 P 안용길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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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술공고
공간정보과는 전문대
수준의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자부한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연수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특강도 진행해왔다.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쌓으며, 학업과
취업 수준을 차근차근
높여왔다.

시대의 흐름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혁신

들을 모시면 됐으니까요.”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이하 울산기술공고) 공간정보과의 출발은 조

19년부터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을 맡아 공간정보과의 다양한

금 달랐다.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된 이래 일반적으로 토목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류형선 부장교사의 설명이다. 울산기술공

건설과를 공간정보과로 진화시킨 반면, 울산기술공고 공간정보과의

고는 전국에서 뽑힌 3개 학교 중 첫 손에 꼽히며 ‘공간정보 특성화고’

근간은 정보처리과였다.

로의 발을 내디뎠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단위로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공모를
했을 즈음, 울산기술공고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상업고교로

우수한 커리큘럼으로 높여온 학업과 취업 수준

시작해 1990년대까지 명성을 쌓아왔지만, 산업 발달에 따라 기세가

울산기술공고 공간정보과에는 현재 1학년 43명, 2학년 38명, 3학년

꺾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공업단지가 많은 울산

37명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를 담당하는 6명의 교사들

의 지역색에 맞춰 공업계열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때 중요

은 공간정보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가장

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것이 바로 공간정보과다. 한 번에 공업계열

적절한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로 전환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의 과를 선정해서 색깔을 바꾼다면 순

“공간정보에 대한 내용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학습하고

차적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었다. 즉, 공업전환을 위한 발판

있습니다. 1학년은 공간정보에 대한 기초를 쌓으며 진로를 탐색하

으로 공간정보과가 선택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보처리과가 공간

고, 2학년은 세부 전공과목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기능사

정보과로 바뀐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3학년은 그간의 지식을 토대로 심화학습을 하

“국토부에서는 토목이나 건설 쪽에서 공간정보로 전환하는 게 더

면서 각종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취업 및 진학준비를 해요.”

빠르지 않겠냐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정보에는 측량, 지적,

울산기술공고의 주요 교과목은 크게 드론 분야와 지적·측량·공간

드론에 더해 IT 분야 프로그래밍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토목과 건

정보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드론 분야에서는 소형무인기 운용과 조

설 쪽에서 IT를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했어요. 당시 국토부의 큰 틀

종을 위한 비행원리 및 조작법, GPS, Pix4D Mapper를 활용한 정사

도 IT 위에 토목, 건설, 측량을 얹는 개념이었고 우리 학교에는 이미

영상 제작 등을 배울 수 있다.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측

정보컴퓨터 교사들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의 사업공모에

량 실무, 공간정보UI프로그래밍, 공간정보 편집 및 분석, 원격탐사

잘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건설, 토목 전공 선생님

영상처리, 공간정보 위치결정 등 융합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초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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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 실기평가 자격을 갖춘 전문 지도 교사

경상권 공간정보 분야의 거점을 향한 꿈

를 확보하고 Revotop(12kg 이상 기체), 인스파이어2 등 다양한 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울산기술공고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괄목

체 및 비행장 시설을 갖췄으며 울산 최초로 드론을 도입해, 2년 연

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울산을 알리는 ucc 제작, 과학기술제전에

속(’15~16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육동아리에 선정된 것도

서 드론을 활용한 행사(’16~17년) 촬영 및 학생·학부모 대상 드론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체험 부스 운영, 드론레이싱대회 고등부 1위(교육감상,‘17년), 드론볼

류형선 부장교사는 울산기술공고 공간정보과의 교육이 ‘상당한 수

링대회 고등부 1위(교육감상, ‘18년), SW 코딩드론 대회 1위(‘19년) 등

준’이라고 자신한다. 스스로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를 비

이 바로 그것이다.

롯, 전주비전대, 한국기술교육대 등에서 관련 연수를 쉼 없이 받고

지자체와의 협업 또한 빼놓을 수 없다. 2019년 11월~12월까지 울산

이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수시켜온 덕분이다. 학교 수업 외에도 LX

광역시 북구청과 드론 운용 업무 협약을 맺어 북구 지역 지적재조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선임연구원 정호현 박사, 지오스페이

사업 일환으로 드론 촬영과 정사영상제작 등의 협업을 실시해 지역

스이엔지 서동주 대표이사, 전주비전대학교 심정민 교수 등 전문가

사회에 공간정보과를 알리고 학생들이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를 초빙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강도 진행해왔다. 3학년을 위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해서는 ‘잡페어 with 취업캠프’를 운영하며 전공동아리 활동을 독려

“지난 11월 12일에는 울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와 협약식을 했습니

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공간정보과 학생들의 취업과 학업의

다. 드론 및 3D 스캐너를 활용한 측량기술 발전과 3차원 공간정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왔다.

보 구축 분야에 협력체계를 구축해 드론 관련 교육, 기술, 장비, 인

실제로 김유빈 학생(3학년)과 백예림 학생(1학년)은 “교과목 공부가

력 등의 자원을 서로 공유 및 협업하자는 내용이었지요. 실제로 울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학교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산 태화루와 울산광역시 청사의 경우, 드론과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해

받는다”며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달리겠다”며 들고 있

PointCloud 데이터를 획득한 후 3차원 모델링을 해서 공간정보산업

던 드론 조종기를 야무지게 잡았다. 이중 졸업반인 김유빈 학생은

진흥원이 주최하는 공모전에도 출품을 했어요. 공모전을 준비하는

이미 3개의 자격증을 취득, '드론부사관'이라는 자신의 꿈에 한발 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3차원 모델링과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

발 접근 중이다.

환 등 현장 실무를 겸비한 직업 체험을 함으로써 생생한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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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까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탄탄한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취업의 문을 넓혀갔
다. 측량기능사, 지적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전산
응용토목제도기능사, ATC,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등의 자격증을 취
득하고 지적직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측량·GIS
업체, 공간정보 DB 구축기업, 네비게이션, 지도서비스, 위성영상 처
리 및 분석, S/W 판매 및 가공, 공간정보 활용 및 서비스 기업, 일반
IT 기업, 건설·토목설계 기업, 드론 관련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
출한 것이다.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공간정보를 어렵게 여기기도 합
니다. 그럴 때면 ‘공간정보란 지리정보(지형)와 속성정보(세부정보)가
결합된 것으로, 삶의 재미를 주는 분야’라고 설명하지요. 공간정보란
이미 저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없어서는
2019년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드론 운용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북구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촬영과
정사영상제작 분야에서 협업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울산기술공고
공간정보과를 알리는 한편,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했다.

안 될 기반과 실체를 제공하는 학문이라는 걸 강조해요.”
현재 울산기술공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
콥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공간정보과 학생들의 자격취득
비용을 없애고, 산업설비기계과 및 전기과와의 협업을 통해 드론 제
작 및 제어, 정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경상지
역에서 공간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울산기
술공고의 목표와 자부심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강력하게 견인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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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플랫폼
데이터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시스템
통합과 함께 업무서비스, 대민서비스, 국토이용정보
분석, 국토이용 통합DB,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등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정보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 플랫폼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W 유재성 선임연구원, 박상진 선임연구원, 강수철 선임연구원,
배상근 책임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연구 배경 및 목적

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및 효율적 업무처리에 사

개별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이용규제가 복잡

용되어야 하며,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은 이러한 체계 속에서

해지자 정부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의 지정과 관

중앙·지자체·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하여 원 목적에 부합

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의 투명

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

성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줄여 국민경제에 이바

야 한다. 특히,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시

시스템의 통합이 아닌 이용자들이 스스로 활용하며, 가치를

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토지이용

창출 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이

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이나 규제내

용정보플랫폼에 탑재될 서비스 모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용을 전산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실이다.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국토이용정보체

있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계 정보화전략 수립과정에서 현재의 도시계획 업무체계를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시스템 통

통합하여 행정 편의를 향상시키며, 용도지역지구 데이터의

합에 더불어 업무서비스, 대민서비스, 국토이용정보 분석,

문제를 해결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이용 통합DB,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리 등의 서비스를

많은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으나, 서비스 측면에서의 고민이

통합하여 국토이용정보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서비스하

부족했기 때문이다.

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의 계획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수립에 활용되

토이용정보플랫폼의 구축 이후에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한

※ 본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의 『국토이용정보플랫폼 데이터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의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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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증대 모색이다. 둘째,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의 서비스 모델을

자 면담조사 결과 총 7가지의 서비스 방향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검

위하여 국토이용정보플랫폼 및 유관시스템에서 수집·연계되는 데

토한 결과 이들 모델이 개별로 구축되기 보다는 하나의 종합적인 서

이터에 대한 분석이다. 셋째,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

비스 모델로 구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개발이 필요한 두 가지의 서비스 모델을 도출할

조사 개요 및 서비스 모델

수 있다. 첫째, 객관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조회를 기반으로 하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 데이터서비스 모델은 국토이용정보체계 ISP에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 확인 서비스 모델이다. 둘째, 업무지원을

서 제시된 플랫폼 활용 국토이용정보 활용 가치창출 모델 서비스 개

위한 AI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모델이다. 이는 객관적인 정보를 검토

발 과제를 위한 것이다. 국토이용정보 활용 가치창출 모델이란 국토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행위의 허가나 도시계획의 입

이용정보의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합된 업무환경에서의 공

안을 위해 법률이나 유사사례를 조회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그러나

공·민간기관 협업을 통한 플랫폼 활용 콘텐츠 기획·개발을 통해 국

본 연구에 서는 객관성 판단을 위한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 확인

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지자체 등 정책 결정기관에서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AI기반의 개발행위 허가 가/부 판단 및 챗봇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국토이용정보의 활용 증진 및 국민과 공공의 참

한 법률 자료 및 행정자료 취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

여와 소통을 이끌어야 하며, 국토이용정보 기반의 공간정보를 도시계획

성 판단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 확인 서비스 모델이 구현되어야 그

정책 이슈 현황 확인과 도시계획 대안탐색 및 정책의사결정에 기여할

후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데이

수 있어야 한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ISP 목표에 부합하는

터에 기반한 객관성 확보 모델을 중심으로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려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의 공공부문 사용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구현한 서비스 모델은 분산되어

자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담당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시보드이다.

[그림1] 대시보드 구성 및 콘텐츠 선정 방법

도시계획 사업 구역 작성

구역계 작성 지원
•항공영상 혹은 연속지적도 등 도면
기반의 구역계 작성 지원
•기존 구역계(DWG, SHP) 기반의 구
역계 입력 기능

필지 기반 정보 조회

토지 정보 분석

건축물 현황 분석

그 외 기초 조사 항목

•지목, 필지의 면적, 공시지가와 평균,
변화 등 기초 정보 제공

•사업 구역 내 건축물 정보 조회

•표고, 경사 등 지형에 관한 정보

•건축물 용도, 구조, 연면적 등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등

•용도지역지구 통계

•노후 건축물 현황, 건축물 가격 등

•인구, 가구 등에 대한 정보

•구역 내 필지에 대한 정보 제공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의사 결정 지원
제안 사항 검토

허가 가능 여부 판별
•AI 기반의 허가 내용 가/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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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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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구성 및 콘텐츠 선정
국토이용정보플랫폼에서 구현되어야 할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는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객관성 검토를 위
한 데이터들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 설계
에 있어 4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다. 자유로운 대시보드 활용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적절한 기초 정보 세트의 제공, 데이터의 신뢰
성 검증과 최신성 확보, 모든 대시보드의 구성 화면은 업무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
라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대시
보드 구성을 갖도록 디자인하였다. 특히 사업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
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각 필지나 건축물
별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한 화면 내에서 다
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기본 방
향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 기본 화면 구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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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대시보드 구성 및 콘텐츠 선정 방법
도시 계획 항목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명확하지 않음
일반적, 범용적
사전 정의

조사 항목 정의

대시보드 구성
사용자 정의
특수성, 개인 편의

데이터 콘텐츠 개발

사용자 조사, 평가 진행

객관적, 범용적
도시계획 대시보드
세트 구성 및 제공

이러한 대시보드 기본 정보 구성은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기

현재 도시계획에 있어서 각종 기초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형식적

초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위해서 사용자별

으로 진행되어 개별 도시계획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2)한 상황이다.

로 보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 역시 사용자에

서비스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림4]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지속

맞춰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시보드 세트를 추가적으

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방법은 [그림3]과 같다. 이러한
설정 방법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표출용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토이용정보플랫폼의 역할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개
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였
다. 대시보드는 이전의 GIS 시스템의 지도-도면-범례를 통한 정보
의 제공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조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표출함으로
써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시보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으므
로, 향후 국토이용정보플랫폼 도시계획 지원 대시보드 개발시에는

1) 한국국토정보공사. 2019, 국토이용정보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이러한 콘텐츠 디자인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 국토교통부, 2019.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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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L K

Government

지도로 통하는
또 하나의 서울
스마트서울맵(S-Map)
스마트서울맵(이하 S-Map)은 서울과 쌍둥이처럼 닮은 가상의 서울을 3D 지도에
그대로 구현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이다. 지도라고 지형이나 도로, 건물 정보만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정과 생활정보는 물론 역사와
통계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첨단 VR 기법을 적용해 서울의 명소와 관광지를 실제
걷는 것처럼 다녀올 수 있다. 시간대별 바람길,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정보도 담겼다.
그야말로 지도는 거들 뿐, 서울특별시의 최신 정보가 S-Map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W 곽한나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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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서 체험으로

비스다. ‘경관보기’나 ‘주변보기’를 클릭해 상공과 골목 사이사이를 넘

S-Map이 구현한 가상의 서울
-

나들며 도시를 탐색하다 보면 마치 건축가나 설계사가 된 것 같은 착

S-Map(https://smap.seoul.go.kr)은 서울 전역의 지형과 60만 동의

시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

시설물을 3D로 생생하게 구현한다. 서울시 항공사진 2만 5,000장을

다는 계획이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도로를 내기 전에 가상의 서울인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3차원 지도 자동제작 기술’을 통해 탄생한 것

S-Map에서 먼저 실행해보고, 이런 변화가 바람의 흐름과 일조권, 조

이다. 건물 외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3D 실내지도 아이콘을 누

망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후에 정책 근거에 활용하는 것

르면 서울시청, 서울시립미술관, 지하철역사 등 400여 개 공공건축

이다.

물 내부를 층별로 들여다볼 수 있다.

S-Map의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생태계도 마

보행자 모드를 설정하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면 실제 건물 안을

련됐다. 누구나 화면 상의 지도와 서비스를 스크린 이미지 파일로 저

걷는 양 실감나게 내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최초 ‘1인칭 도보 모드’

장할 수 있고, 블로그 등 SNS에 가져갈 수 있는 웹링크도 제공한다.

를 도입한 것인데 이를 통해 문화재, 전시관, 박물관 등의 가상체험도

S-Map 시뮬레이터는 외부에서 S-Map을 활용해 다양한 응용 프로

가능해졌다. 실내 전체를 조망하고 싶다면 항공기 모드로 전환하면

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 API 서비스다. 다국어

된다.

지도(국문, 영문, 중문, 일문)와 주소/좌표 변환, 지도태깅활용서비스

3D 지도에서 관심 있는 지역의 건물을 검색하거나 클릭하면 주소

등 신청만 하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도시

와 면적, 공시지가 등 부동산 정보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마우스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할 수 있는 오픈랩(Open-Lab)도 운영할 계획

로 지도상의 지점과 지점을 연결해 사이 거리나 면적, 수직 높이인 표

이다.

고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에 따른 건물 일조권의 변화와 계

S-Map은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인프라 중의

절에 따른 바람길 등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지

하나다.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고도

난 10월 독일 기상청과 맺은 양해각서 덕분이다. CCTV 교통정보, 사

화하고, 시민참여형 쌍방향 지도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S-Map의 진

고 정보, 거리뷰 영상 등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와 연계된 472

화는 ‘버추얼서울(S-Map) 종합계획’에 의해 2022년까지 계속될 것

개 CCTV 실시간 교통정보는 민간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

이다. ‘디지털판 서울’이 생동감 있게 커가는 이유다.

각마저 든다. 실제로 서울시는 도시계획 수립 시 S-Map을 활용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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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드론, 도보 모드로 떠나는

여행 내내 랜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기분이 든다. 청계천, 남

방구석 서울 여행
-

산 서울타워 등 서울시 31개소의 명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전지적 서

S-Map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단연 명소나 관광 관련 콘텐츠

린 여의도 봄꽃 축제나 여름밤을 달군 서울세계불꽃축제 영상은 아쉬

다.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이 때에 시간과 장소, 날씨에 구

움을 달래기에 손색없다. ‘서울관광명소’는 경복궁, 남산골 한옥마을

애받지 않고 방구석 서울 여행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을 위해

과 같은 고전 명소부터 요즘 뜨는 해방촌길까지 실사지도를 기반으로

서는 3D 지도 우측 상단에 있는 ‘레이어’에서 지도 설정을 해야 한다.

가상 역사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만큼 실감 나진 않지만 사

드론 영상, 문화재 영상, 전지적 서울 시점, 서울관광명소 등을 설정

람들이 많이 찾는 구역을 따라 이동하며 관광명소 전체를 두루 둘러

하면 지도 위에 각각의 아이콘이 생긴다.

볼 수 있다. VR(가상현실) 서비스로 제공되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

‘드론 영상’은 2020년에 촬영해 가장 가까운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

울형 도시재생으로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마을전

다. 광화문이나 서울로, 서울숲을 드론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은

시관, 체험교육관 등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비대면 가상환경에서 1인

말할 것 없지만, 고척 스카이돔과 석촌동고분군, 서울생각마루 등 서

칭 시점의 도보 모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울 외곽의 명소를 담아낸 드론 영상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막연한

방구석에서 PC로 무슨 여행을 얼마만큼 즐길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고정관념 깨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 서울시 고궁과 보물 등을 담은

면, 일단 3D 지도에서 드론 영상 아이콘 하나만 클릭해 보길 바란다.

‘문화재 영상’은 3D 광대역 스캐닝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이

서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PC에 이어 2021년

다. 음성과 자막으로 문화재에 관한 설명을 꼼꼼하게 덧붙여 방구석

부터는 모바일 정식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 시점’은 제목에 걸맞게 편집과 음향이 탁월하다. 특히 때를 놓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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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간정보, 테마별로 모았다

도시생활지도
3D 지도의 관광 관련 콘텐츠가 눈길을 사로잡지만, 실생활에 유용한
것은 2D 지도 기반의 도시생활지도에 모여 있다. 서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밀착형 정보가 97개 테마별로 제공되는 것. 코로나19와 관
련 ‘선별진료소’, ‘클린존(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지도와 함께 ‘무인민
원발급기’, ‘여성안심택배함’ 같은 편의시설 위치부터 ‘서울둘레길’과
‘서울골목길’ 등 관광 정보, 육아맘을 위한 ‘수유시설지도’와 어르신을
위한 ‘돌봄시설’ 등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도에서 한눈에 찾을 수 있
다. ‘동작야간휴일(병의원)’, ‘마포나눔가게’, ‘가족과더불어관악’, ‘양
천보이는소화기’ 등 자치구별 특색 있는 테마도 등록돼 있다. 97개 테
마가 복잡해 보인다면 복지, 문화, 경제, 교통, 주택, 환경, 시정, 안전
등 8개의 분류별 보기로 보다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여기
에 생애주기(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누구를 위한(여성,
장애인, 외국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언제(상시, 요일별, 계절별), 무
엇을 할까(먹을거리, 즐길거리, 일거리, 몸 아플 때, 쉬고 싶을 때)를
지정하면 더욱 세부적인 맞춤형 선택이 가능해진다.
도시생활지도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라면 시민참여지도는 시

S-Map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2D와 3D를 넘나드는 방대한 공간정보와 최첨단 기술
이 담긴 S-Map을 처음 방문한다면 자칫 어렵게 느껴
질 수 있다. S-Map 입문자를 위한 활용 Tip을 전한다.

민이 직접 만드는 지도다. 누구나 이름과 설명, 아이콘을 입력해 새로운
테마를 만든 후 위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도시생활지도처럼 다른 이
용자들이 선택해 볼 수 있고, 기존 테마에 추가 정보를 입력해 지도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도 있다. 현재 ‘(아이와 함께)서울근교나들이’, ‘서울
특별시 마을공동체’ 등 109개 테마가 시민참여지도에 등록돼 있다.

● 사용가이드와 이용안내 먼저!
홈에서 3D 서울지도를 클릭하면 왼쪽 상단에 검색
창이 뜬다. 검색창 맨 왼쪽에 메시지 형태의 아이콘
을 누르면 S-Map 사용가이드와 이용안내 다시 보
기가 가능하다.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 레이어에서 지도 설정하기!
3D 지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여러 개의 아이콘 중 ‘레
이어’를 클릭하면 지도 설정이 가능하다. 행정경계,
도로명 도로, 지하철 정보, 건물명이 기본 설정돼 있
는데 실내지도나 CCTV, 드론 영상, 서울관광명소
등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본 설정을 제거할
수 있다. 지도 화질도 조정할 수 있다.
● 3D 지도 200% 활용하기!
3D 지도 맨 우측 상단에 큐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
면 거리뷰, 분석(일조권, 경사도 등), 측정(거리, 면적
등), 투명화(건물, 지형), 바람길(계절별) 등 다양한 기
능을 활용할 수 있다. 지도 저장이나 링크 공유도 여
기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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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차 시대를 위한
교통체계, ITS & C-ITS

최근 세종시에서는 시내를 누비는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을 진행했다. 이르면
2022년부터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혼다는 내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기계가 운전을 도맡는 ‘레벨3’ 차량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진화하고 있는 교통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W 편집실

교통 혼잡 해결하고 환경 개선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지자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교통체
계) 및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
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의 SOC 디지털화의 일환인 ITS
사업을 통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더 안전한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ITS는 기존 교통체계에 정보와 통신, 제어, 전자 등 지능형 기술을 접목시킨 교통시스템으로,
1994년 고속도로와 국도를 대상으로 구축 사업이 시작됐다. 당시의 목적은 급증하는 교통량
에 대비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동시에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교통방송,
하이패스, 교통카드 환승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실제로 ITS 도입 후 교통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신호 운영을 통해 차량 지체가 최소화됐고, 하이패스 등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톨게이트 등에서의 지체 시간이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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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ITS는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에 따라 더욱 주목받게 됐다.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
단해서 움직여야 하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상, 기존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하는 근거리 정
보는 물론, 통신망을 이용한 원거리 정보 수집 또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센터를 중심으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교통정보를 한 방향으로 수집하고 제공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V2X 기반으로 자율주행 가능케 할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에 국토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개발을 통해 C-ITS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ITS가 검지기, 도로전광표지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장비 구축에 초점을
둔 반면, C-ITS는 위치정보는 물론 주행 상태정보까지 탑재해 차량 내부의 돌발 상황이나 과
속 및 신호위반 경고 나아가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 간 통신)도 가능하다. 특히 V2X
는 완벽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이다.
차량의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충돌을 예측하려면, 차량 간 정보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지연시
간이 100ms(0.1초) 이하여야 한다. 반면 LTE나 5G 등 현재의 이동통신의 경우 기지국과 코어
네트워크를 항상 경유해야 하는 탓에 지연시간은 수백 ms에 달한다. 반면 V2X는 차량들이 바
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다만
V2X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변과 교차로마다 고정형 V2X 통신기인
RSU(Road Side Unit)을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이나 교통 신호등과 같은 인프라에 연결해야 한
다. 또한 일반 차량과 이륜차, 보행자 등에는 이동형 V2X 통신기인 OBU(On Board Unit)을 장
착해, OBU간 V2V(Vehicle to Vehicle, 차량과 차량 간 통신) 및 V2P(Vehicle to Pedestrian,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 V2I(Vehicle to Infra,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를 수행한다. C-ITS의 또
다른 핵심 축은 공간정보다. 탄탄한 교통 체계를 갖추려면 반드시 건물이나 도로의 정보가 필
요하기 때문이다.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발맞춰, 국토부는 2021년부터 C-IT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C-ITS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벨3 상용화와 C-ITS 서비스 제공시기가 맞아 떨어지면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
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림] ITS와 C-ITS의 차이점
구분

ITS

C-ITS

중점 서비스

교통관리

교통안전

지능화 대상

공공 교통시설 (도로) 중심

교통수단, 여행자 중심

시스템 구조

단일 센터 기반의 집중형

• 현장 기반의 분산형
• 연계 기반의 통합형

통신 방식

고정 구성요소간 유선통신

이동 구성요소간 무선통신

제공 주체

공공부문 주도 서비스

공공과 민관 상호협력 서비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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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 in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미래의
집이 온다

퓨처홈
제퍼슨 왕,조지 나치,보리스 마우러,
아몰 파드케 지음 | 이종민 옮김 | 		
마이클 강 감수| 미래의 창 2020년 10월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대화를 나누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보편적 연

시대,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20년 동안 커뮤니케이션과 미디

결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이 세 명의 저자들의 설명이다.

어,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경력을 쌓은 세 명의 필자들이 미래의 집에

책은 비단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대해 이야기한다.

접해온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물론,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이들은 미래의 집이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거나 연결된 기기들을 통

‘에이징 인 플레이스’ 욕구가 강해진 고령층을 위한 퓨처홈의 모습도

합하고 관리하며 원격으로 명령할 수 있는 차원 이상이 될 것이라 예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집 밖 세

측한다. 집 스스로가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기기를 조절해 미리

상과의 연결은 쉬워졌지만, 정작 집에서는 각자 스마트폰에 집중하

준비해주는 공간, ‘퓨처홈’이라 표현한 이유다. 이 책에서는 퓨처홈이

느라 대화가 줄어든 ‘따로 또 같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퓨처홈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을 5대 메가 트렌드와 8가지 유형의 사고방식

은 도움이 되리라 강조한다. 즉, 퓨처홈은 우리의 사회생활을 기술적

을 예로 들어 소개한다.

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증진함으로써 진정한

무엇보다 퓨처홈은 끊김 없이 이어지고 최고 수준의 품질로 삶의 질

집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집’이 과연 어떤 모습

을 진정으로 높여주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는 집이다. 그

이며,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이 새로운 시장이 만드는

중심은 5G다. 5G의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이라는 특징에 힘입어

비즈니스의 기회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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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사진측량과
컴퓨터비전의 기술

비욘드
사피엔스

지적과 관련된
선진 시스템을 확인하다

기본 이론과
응용력 향상을 한 번에!

인공지능,
초지능 인간이 온다

류병찬 지음 / 초이스애드 2020년 8월

김의명 지음 / 구미서관 2020년 9월

김수형, AI 강국 보고서 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1월

우리나라 지적

사진측량과 컴퓨

성큼 다가온 인공

계의 화두는 크

터비전이라는 두

지능 시대, 전문

게 두 가지다. 첫

가지 분야에서는

가들은 ‘사피엔스

째는 일본이 식

공통으로 쓰이는

이후 인공지능 사

민지로 지배했

용어나 개념들이

피엔스가 몰려오

던 대만과 한국

많다. 문제는 같은

고 있다’고 표현한

의 일본지적제

용어나 개념을 서

다. 인공지능이 세

도 이입 문제이

로 다르게 사용하

상의 모든 문화,

고 두번 째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이원

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디지털사진측량과

경제, 사회, 정치를 움직이고 스스로 문명

화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한지적공사 부

GIS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남서울대학

의 표준이 되어 비즈니스 생태계를 재편하

사장이었던 류병찬 박사가 2016년 『일본의

교 공간정보공학과 김의명 교수가 정리에 나

며 국가를 혁신하리라는 것이다. 이 책은

지적제도』를 출간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섰다. PART 1에서는 사진측량과 컴퓨터비전

초지능 인간인 인공지능이 일으킬 변화를

국인이 바라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의 개요와 기초 수학, 디지털 영상처리, 사진

‘비욘드 사피엔스(Beyond Sapiens)’로 규

를 출간했다. 이 두 권의 책들은 명실공히

측량의 원리 등을, PART2에서는 관측값 처

정하고 이들이 초래할 변화 방식을 ‘Deep

한국 지적제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일본

리의 기초, 직접선형변환식, 에피폴라 기하

Change’로 설명한다. 인공지능이 현재 인

과 대만의 지적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학습 목표를 설정하

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Discover),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정책들을 그

고 예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

그 원인을 설명하며(Explain), 극복할 수 있

물로 엮듯 꼼꼼하게 분석한 소중한 자료다.

양시키는 한편, 단원 정리를 통해 학습 내용

는 방법을 찾고(Enable), 다가올 새 미래를

특히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는 물론, 대만

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나아

예측한다(Predict)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과 한국의 비교 등에 대한 항목도 있는 만

가 연습문제를 풀면서 응용력을 향상시키고

에서 하이브리드 스쿨, 자율주행차, 언택트

큼 지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큰

이론 및 기술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

마켓,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스피커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변역기 등 메가트렌드를 이끌 인공지능 글
로벌 기업들을 사례들을 살펴보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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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S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부-한국국토정보공사,

창사 이래 첫 여성임원 탄생

디지털트윈  표준화 앞장

출처: 프레시안11월 26일 자 기사 요약

출처: 디지털타임즈 11월 22일 자 기사 요약

지난 9월 취임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정렬 사장이 두 달여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서울 전경련회관

인사 검증 등을 거쳐 인사를 단행했다. 김 사장은 김기승 전 경영

에서 디지털트윈을 주제로 한 ‘2020 공간정보표준 발전포럼’을 개

지원본부장을 부사장 겸 기획혁신본부장으로, 김용하 전 경남지역

최했다. 이번 포럼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한국판 뉴딜의 주요사

본부장을 사업이사(지적사업본부장)로, 오애리 전 제주지역본부장

업인 디지털트윈의 표준화 추진방안과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

을 경영이사(경영지원본부장)로 각각 승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된 자리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CEO

이날 포럼에서는 산·학·연·관의 전문가가 모여 각 기관의 디지털

인사철학과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트윈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공간정보표준 발전방향을

갖춘 인사혁신안에 따른 것이다.

모색했다. 디지털트윈 주요 사례로 3D 기반 버추얼 서울, 전주시 스

특히 오애리 경영이사는 LX 최초 여성 지사장, 지역본부장에 이어

마트시티 구축, 디지털트윈 기반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 지원 통

LX 최초 여성 임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LX는 2006년부터 양

합플랫폼 등이 발표됐다.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최근 5년 연속 20% 이상 여성 인재

김택진 LX 공간정보본부장은 “신성장동력인 디지털트윈을 성공적

를 채용한 데 이어 2014년부터 10%의 양성평등 승진목표제와 함

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표준화가

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시행해 왔

필수”라며 “올바른 표준화를 이끌어 디지털트윈 국토의 성공적인

다. 현재 LX의 여성직원은 전체 직원 3983명 중 15%인 592명이

추진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관리자에 해당되는 팀장급 이상의 여성 직원은 96명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은 2017년부터 공간정보 활

김정렬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을 슬

성화를 위해 표준 제·개정 47종 개발, 교육 및 홍보, 통합지원 시스

기롭게 헤쳐가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될 뿐만 아니라, 심성

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청렴하고 바른 인재를 중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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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LX, 드론 띄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SOC 디지털화’ 박차

출처: 프레시안 11월 13일 자 기사 요약

출처: 뉴스1 11월 12일 자 기사 요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드론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이터 분석 서비스를 전주시에 제공한다. 공간분석 기술과 전주시에

가한다. SOC 디지털화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서 생산된 행정데이터를 융합해 도시정책 수립 등 다양한 행정업무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 인프라관리시스템을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에 활용하는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전주시에 제공한 것이다.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LX는 지난 6일부터 환경, 복지, 교통, 부동산 등 5개 분야 총 8개로

우선 LX는 드론맵을 통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상도 5cm 이내

제공되는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전주시가 스마트도시를

의 고정밀 드론 영상(정사영상)을 구축·분석해 국토의 정확한 현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개 행정데이터 분석 서

황파악과 국토 변화의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위성·항공을 통한

비스는 ▲천만 그루 나무심기 효과 분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

토지피복도·생태지도 등 각종 토지정보 갱신은 1~5년이 소요되

계 관리 ▲산업단지 대기오염 확산 분석 ▲태양광 발전 효율 분석

는 반면 드론맵은 원하는 시기에 고해상도로 구축·갱신이 가능해

▲폭염 취약지 분석을 통한 대응 지원 ▲소방 및 구급 활동을 고려

국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2년 남원

한 불법주정차 단속 경로 지원 ▲집수리지원사업 이력 관리 ▲건축

에 건립 예정인 ‘LX드론활용센터’는 드론체계 일원화를 위한 거점

물 관리점검 지원 등으로 전주시 공무원이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할

센터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새로 구축될 관제시스템을 통해 안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밖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성안심 CCTV

관리 강화는 물론 LX드론맵에 대한 품질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사각지대 분석, AED(자동제세동기) 최적 설치지역 분석 서비스도

이를 통해 LX는 다양한 민간 분야와 협업하며 공공 분야 드론시장

함께 제공된다.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전주시는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행정업무에 보다 실질적이고

김택진 LX 공간정보본부장은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한 국토관리

과학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는 물론 공공분야 드론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있다. 앞서 LX는 2018년 8월 전주시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

통해 국토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스마트 디지털 체계로 전환해 국

무협약’을 맺고 데이터 분석 모형을 완성, 이를 토대로 도시행정에

토 및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F O R

R E A D E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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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만족도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공간정보> 매거진을
웹진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 분야 전문지

더 좋은 매체를 만들기 위해

<공간정보> 매거진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구현되는 반응형 웹진으로

합니다. 아래 큐알코드를 실행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세요.

지금 PC와 모바일에서 webzine.lxsiri.org로 접속하세요.

참여해주신 독자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좋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간정보와 관련해 함께 생각해볼 이슈나 동향, 연구결과 등이 있으면 원고를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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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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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우도형

경기 김포 전기홍

경기 의정부 이준임

‘공간정보 클라우드, 추진 방향과 나아갈

가을 호에서는 Books 칼럼이 특히 유익했

‘ICT, AI 만나 영역 넓히는 신농업 스마트

방향은?’을 읽으며,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

습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어떤 책을 읽

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기사 속

전을 가로막던 여러 문제들을 클라우드를

을까 고민하던 참에, 좋은 책들을 소개해

내용처럼, 스마트팜은 기후변화와 농촌인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주시니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구 감소 등으로 불투명한 농업의 미래를

됐습니다. 나아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비

장벽의 시대, 코로나 이코노믹스, 클라우

밝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K-스마트팜

스 형태로 임대해 사용하며 확장성과 탄력

드 등 첨단 기술과 시대를 읽는 책들을 읽

이 한류의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우뚝 설

성 등을 확보하고, 표준화 및 개방화에 초

으며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해 보려고 합

수 있도록, LX공간정보연구원의 빛나는 활

점을 둔 융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니다.

약상이 계속되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공간정보 클라우드가 4차 산업혁명의 핵
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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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