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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정보

REGENERATION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전성기를 누리다 늙어가듯이
도시와 건물도 성장과 발전, 쇠락의 길을 걷는다.
새로 생긴 도시와 건물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를 잃게 되고 동시에 도시의 기능까지도
급속도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낡은 도시와 시설물을
보강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도시는 다시금 활력을 되찾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낡은 도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정보는 낙후된 도시의 환경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충실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더불어 도시재생의 과정과 변화를
그대로 기록하여 그 자체로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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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에서 개별적인

기존의 도시재생이 중앙 주도의
의사결정 아래 대규모 계획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뉴딜사업은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과
지역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도
했었지만, 도시재생사업
단의 R & D 결과를 통해
쇠퇴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단위의 도시재
생이 시작되면서 2014년
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마을관리를 위한 협동조합

란 이름으로 국비지원이
시작되었다. 도시재생 선

한국형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Writer. 황규홍(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2014 선도지역 창원의 재생 전후 모습(창동예술촌)

설립 등 공동체를 확립하며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

도지역은 대규모 복합개

이다. 둘째, 도시 경쟁력 회복으로서 산업유치 및 역사문화자원

발 등이 포함되는 경제기반형(부산 동구, 청주)과 원도심 및 일반

을 활용한 특화모델 재생이다. 셋째는 도시재생을 통해 저소득

근린지역을 대상으로 한 근린재생형(서울 종로구, 대구 남구, 광

층, 세입자,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

주 동구, 태백, 천안, 공주, 영주, 창원, 군산, 목포, 순천)으로 구

시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

분해 선정되었다. 선도지역의 재생사업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이다. 넷째,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경제활동의 증대, 양

두 번째 국비 도시재생사업인 2차지역 33곳이 추가로 선정돼 지

질의 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이다.

금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딜정책의 특징은 사업내용 외에도 절차상에서도 그 이전과 차
이가 있다. 뉴딜 이전에는 중앙주도(Top-Down)의 의사결정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이면서 대규모 계획중심의 사업추진이었다고 한다면, 도시재

뉴딜사업의 특징

생 뉴딜은 지역주도(Bottom-Up)의 의사결정과 함께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소되면서 일자리를 쫓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따른 지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은 이전에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진행되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의미하는 도시재생

방도시의 전반적인 쇠퇴가 첫 번째이다. 다음으로 중규모 이상

고 있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단위로 파급시켜 낙후되어 가

‘도시재생’이란 과거에 활성화되었다가 쇠퇴한 지역이나 인구가

의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외곽개발의 확산에 따른 원도심의 쇠퇴

고 있는 지방도시의 쇠퇴를 조기에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뉴딜사업 현황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물리적 도

가 두 번째이며, 대규모 철거 후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세입자

2014년 선정된 선도지역과 2016년 선정된 2차지역의 도시재

뉴딜사업의 유형은 이전보다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기존 유형인

시정비를 넘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지역 상인을 위한

들이 도시에서 쫓겨나고 역사·문화자원이 훼손되는 것이 세 번

생사업에도 한계가 있었다. 여전히 물리적 시설물 사업이 많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의 3가지 유형에 주거지

지역 경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의미한다. 2013년

째 원인이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2가지가 추가되어 총 5가지 유형으로

부족, 경제기반형에 국한된 기금활용의 미진, 계획수립에 치중한

구분된다. 이는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도시재생사업의 범주에 포

12월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건축, 주택 분야 이
외에도 복지,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도시재생의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흐름

나머지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미흡한 점 등이었다.

함시키는 뉴딜의 특징이기도 하다. 뉴딜정책은 2017년 5월부터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이 원래 갖고 있는 융복합적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 68개의 뉴딜시범사업지를 선정

특성처럼 다각적이고 협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행한 국가R&D 도시재생사업단에서 그 필요성과 진단기법 및

에 기존 도시재생의 단점을 극복하고 일자리까지 연동될 수 있는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절차 외에도 광역지자체에

추진방법 등이 도출되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과 동시에 뉴딜공약 실

서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여 선정권한을 이양하였다. 경제기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은

다. 도시재생사업단에서는 도시의 쇠퇴지표를 개발하여 전국의

천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반형으로 통영시 1개소, 중심시가지형으로 부산 북구, 인천 부평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쇠퇴 원인은 3가지를

도시를 진단함으로써 그 쇠퇴의 정도와 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지

뉴딜정책은 구체적으로 4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노후 저

구, 세종 조치원, 대전 대덕구, 남양주, 시흥, 수원, 강릉, 청주, 천

꼽을 수 있다. 지방도시에 있는 제조업 등의 전통산업기반이 축

역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몇 개의 지자체 및

층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에 그

안, 포항, 영천, 김해, 사천, 군산, 익산, 정읍, 목포, 순천의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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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의 우리나라 시사점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유형이 5가지로 구분되어 추진
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와 지역유관기관들의 협
력적 거버넌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다
양한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

올해 뉴딜사업의 전략은
도시혁신공간 조성,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주택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현
시점의 사회문제가 청년 일자리 부족이고 이는 몇 단계의 연결고

2017 뉴딜 군산(중심시가지형) 및 광주 남구(일반근린형) 쇠퇴지역

리를 거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때문이다. 즉, 공모방식에 의해 신청 마감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점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보면

민참여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하더라도 일반 신청을 해야

해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들의 모범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

하는 상황인 것이다.

즉,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 구시설을 활용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 번째가 공모

소이며, 그 외 일반근린 15개소, 주거지지원형 16개소, 우리동

질 쿠리찌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은 대표

한 친환경 도시구현,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등은 외국

방식 대신 일본과 같이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

네살리기 17개소를 선정하였다.

적인 친환경 재생사례들이다. 둘째는 도시의 문화적 활력과 시민

사례들과 우리나라 사업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방식은 연간 100곳을 선정하겠다는 현정부 공약과 상충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 문화예술, 역사문화 등을 가미한 문화적 재생이다. 초기에는 저
외국의 도시재생 사례

렴한 예술공방을 찾는 예술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업지대의 크고

뉴딜사업의 상황과 개선 방향

두 번째는 매년 선정하지 않고 격년으로 선정하여 준비기간을 충

세계의 도시재생 유형

작은 시설물들을 공방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의 활

뉴딜사업의 지향점

분히 주는 방법, 세 번째는 주민참여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쇠퇴 원인은

력을 되찾게 된 도시재생의 사례들이다. 런던의 테이트모던, 스페

정부는 올해 8월에 뉴딜사업 99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일자리

리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전통산업의 쇠락에 따라 유

인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이 문화도시 사례의 대표들이다. 셋

와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문화, 스마트시티 및 친환

휴시설이 발생하고 고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다. 또 저소득층 주거

째는 ICT를 이용해 스마트도시로 변모하는 방향이다. 도시재생 추

경을 포함시키고 있다. 사업유형은 작년과 같은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역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낙후되어 안전도가 떨어지고 범죄율

진주체의 기본은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차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의 5개 유

국토교통부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은 거버넌스 구축 및 부처연

이 올라가는 경우 도시재생이 필요했다.

장·가로등·쓰레기순환·교통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이 자동센서에

형이지만, 다양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

계의 미흡 등의 일부 우려와 작은 비판도 있지만, 도시재생법을

전통산업의 쇠락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업 중심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이 모은 정보를 활용하

사) 외에 한국관광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2013년도에 제정하여 제도권으로 도시재생을 끌어들여 전국단

의 지역에서는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운송관련 고가도로나

여 도시환경개선지역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각종 도시통계오류정

참여를 확대하였다. 올해 뉴딜전략은 도시혁신공간 조성, 도시재

위로 사업을 파급시키고 있고 기본방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철길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운송물량이 적어서 항구

보 수정, 공공시설 웨이팅타임 저감 등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생 경제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 세 가지가 핵심이다. 노후 주

추진모니터링(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등의 체계적인 계획근

나 선착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원고갈 또는 석탄 등

다.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티프

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휴시설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며 동시

거에 따른 사업추진이라는 점에서 다른 외국보다 계획체계가 우

의 공장가동에 전통자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탄광이 중단

로토콜(City Protocol)’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민정보실험실

에 도시재생 경제조직1)의 육성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는 것

수하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 뉴딜 이후의 정책은 아직 성공여

된 경우 등이다.

(Citizen Data Lab)’ 프로젝트이다.

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를 동반한 지역 유관기관들의 협

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에서

력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 실행주체 발굴과 일자리 창출, 저층 주거지 개선지원 및 젠트

이러한 유휴시설의 변모를 추구하는 외국

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은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의 도시재생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
된다. 첫째는 제조업, 탄광, 공장 등을 회

뉴딜사업의 문제와 대안

복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것이

많은 기대로 출발한 “도시재생 뉴딜”이 출발한지 2년째 되면서

다. 산업혁명 이후 많은 공업도시들이 쇠

동시에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

퇴의 길을 걸었으나 도시재생을 통해 새

되고 주민참여를 통한 단위사업 발굴과 계획이 이루어져 그 결과

롭게 청정도시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로

가 본 사업에 포함되는 체계가 바람직하나, 국비지원이라는 구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스웨덴 말뫼, 브라

유휴 고가도로를 산책로 변모시킨 미국 뉴욕 하이라인 도시재생 사례

적 문제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려 줄 수 없기

라고 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
업을 하는 지역주민조직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조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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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할 수 있다. 정량적 지표로는 ‘사람’, ‘건물’, ‘대지’, 정성

도시재생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점차 ‘신중한 도시재생’이라는 방향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공간정보가 제시하는
도시재생의 기준

적 지표로서의 ‘환경’이 있다. 정성적 지표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량적 지표 또한 조합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때
문에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의 데이터만 분석해서
는 안 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광역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적으로
살펴보며 이후 이러한 지역들 간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차별화

Writer. 이민석(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할
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속가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도시재생의 목표라 할 수 있

능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시기별, 단계별, 주체별로 다양해

는 주거환경, 상업환경, 녹지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고 있다. 우리의 도시재생사업은 점차 ‘신중한 도시재생’이라

이러한 결론적인 평가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시작과 도시쇠퇴를

는 방향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 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

인구에 대한 고찰 - 거시적 인구분석

러나 실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을 단시간 내에 전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시재생은 도시지역의 ‘인구’에

가들의 분석기준과 방법에 맞추어 설정해서는 곤란하다. 도시는

대한 세심한 고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이 필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이

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전 거시적 측면에서의 인구분석이 필요하

러한 도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런데 도

다. 예를 들어, 인구가 밀집된 지역,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 혹은 사

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체의 수 감소, 건축물 노후

회적 약자가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먼저

화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량적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파악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차별화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

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에 대해

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어떤 지점이 어떻게 쇠퇴하고

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의 분포

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도시를 부활시

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격한

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은 대부분 도심부에서 발생한다. 개발여건이

안하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 이외에 지역마다 상이한 생활환경과

어려운 지역이 도시의 중심에서부터 발생되기 때문이다.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도시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유동인구에 대한 고찰 - 지역의 상황 판단

도시재생의 방향 전환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에서 우리동네살리

도시재생의 시작은 어디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해야 하며,

두 번째는 도시쇠퇴지역을 선별하는 일은 반대적 현상인 도시활

도시재생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심지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화지역을 찾아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유동인구’를 살펴야 한

시재생법) 제정 이후 지난 5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도시재생

어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유형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진 도시재생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는 다르게 유동인구는 지역

사업공모를 통해서 많은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이즈음에는 도시

뉴딜사업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도시재생 전문가, 행정가,

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를 진중하게 평가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관계자들은 이에 발을 맞추어 너도나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가 많다는 것은 크게는 지역, 블록, 건물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한편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전환기

받아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도시재생

도시는 다양한 구성요소와 정보로 구성된다. 도시 쇠퇴는 우선적

물론 해당 블록 안에 유명한 백화점이 있거나, 대중적인 커피숍,

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진 사업유형과 모델이 개발

이 개발이 아닌 유지·관리의 유형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으로 무엇이 쇠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유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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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전라남도 여수시 유동인구 및 건축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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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규모 개발을 해야 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대지들이 지
방도시에는 무척이나 넓게 분포되어져 있다. 그 위에 서있는 작
은 집들은 점점 더 노후화, 황폐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은 아픈 곳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건물의 용도와 성격-주변 건물들의 입체적 분석
네 번째는 도시 속 대지위에 서 있는 ‘건물’이다. 도시를 구성하
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물이다. 건물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사람과 같다. 태어난 연령과 키, 생김새와 성격이 있다면
그림2. 전라남도 순천시 도시쇠퇴등급도

건물도 그러한 특성이 있다. 즉 건축년도, 건물층수, 건축구조,
건물용도가 있다. 고령의 나이를 가지고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도심 속 한옥은 한국의 전통을 대표한다. 도심 한가운
데 관광 상품화가 되어 매일 같이 드나드는 관광객이 골칫덩어리
가 되어가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은 거주환경이 그다지 좋지는 못
하지만, 많은 유동인구가 집값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요즘 지방 도시들 중에는 한옥마을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많

다. 인구이동으로 인한 도시쇠퇴, 저출산에 의한 초등학교 폐교,

도시재생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쇠퇴 분석결과는 도시마

아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곳도 많

고령화사회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산업체 수의 감소로 인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마다 차별화된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이 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계열적인 분석은 해당지역이 점차 어

다. 건물용도로 보면, 대형쇼핑센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한 일자리 감소, 공폐가의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범죄율 상승 등

요하다.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맞추어지는 도시재생은 바뀌어야

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

이미 활성화지역을 잘 선택해서 이루어진 건물이다. 더더욱 활성

과 같이 도시쇠퇴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지방

한다. 도시재생은 누가 시작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첫 단

다. 상권분석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위해

화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다. 건물의 나이, 건축년도가 의미하는

중소도시 경우 ‘도심부 지가의 상승 ▶ 개발의 어려움 / 유지·관

추의 시작은 도시재생전문가이겠지만, 해당지역을 주민의 입장

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은

것은 지역마다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오래된 건물이 밀

리 비용의 상승 ▶ 도심 외곽으로의 무계획적 확산을 통한 도심

에서 건축적, 도시적, 계획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현황을 분석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서 해당지역이 활

집되어 있다는 것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다. 신축되고

공동화 현상 ▶ 공폐가 발생 ▶ 주변 지역의 범죄율상승 ▶ 도시

및 진단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공무원은

성화된 이유와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있는 건물들의 분포분석은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쇠퇴’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프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상업지역 속 주거건물은 상

세스가 대부분 도시에서 나타나는 쇠퇴 양상이라면 과장이겠지

구체적인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당지역의 모두가 참여

대지에 대한 분석-개발 여건 분석

업지역이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

만, 지역적 상황은 도시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하는 공동체적 도시재생기획과 실행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세 번째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대지’다. 이차원적인 평면인 대

을 것이다. 도시 내에 상업지역 안의 주거건물, 주거지역 내의 신

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도 도시재생사업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는 각각 개발범위를 법적으로 설정해 놓은 지역과 지구가 나뉘

축비율, 도심중심지의 주거비율, 상업지역의 단독주택비율과 같

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산·학·연·관·민 등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들이 모여서 장시간 토

어져 있다. 도심지 한가운데 중심상업지역은 엄청난 양, 즉 높은

은 마치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지표들을

용적률로 건축을 할 수 있게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도시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선별해내야 할 것이다.

나 작은 시군단위의 중심부는 오랜 시간동안 개발이 지체되어 있

론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은 바라만 보는 사업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주체적이어

결론적으로 앞서 밝힌 인구, 대지, 건물, 대지, 사회적 현상 등을

야 하는 사업이다. 홀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누군가와 부딪혀 소

는 대지가 있다. 개발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소필지로 방치되

사회적 현상 분석-선택과 집중으로 문제 해결

조사하고 분석-평가-기획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되물어

리가 날 때 성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어져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 그곳에 용적을 100%로 제한하고

다섯 번째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선택과 집

보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지표 이외에도 많은 국토와 토지, 건물

는 단기사업은 더더욱 아니고,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마땅하다. 대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을 해야 한다. 도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양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은 도서관 서가에 꽂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재생이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

낮아서가 아니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미래에 누군가

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지만 대부분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된

있는 도서가 아니다. 도시에서 쇠퇴지역을 찾아내고 필요한 곳에

루어져 마침내 성공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14

이슈 칼럼
SPECIAL 논단Ⅱ

15

그림1 . 도시재생사업과 공간정보체계 활용 프로세스

도시재생,
왜 공간정보인가1)
Writer. 이삼수(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의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쇠퇴 분석과 재생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간정보
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하며, 제도 개선 등을 통

뉴딜사업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쇠퇴분석과 재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간정보 체계

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

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정보

과가 큰 지역으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 2016년 도

의 낙후된 지역을 파악하고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

체계가 필요하다.

도시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

시재생 일반지역 33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는 역할을 한다. 또 각 세부 사업 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다시 말해 도시재생계획 수립 - 사업 진행 모니터링 - 사후 운영 관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지속가

정부는 대선공약 중에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

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중

리로 이어지는 도시재생사업 전 주기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능한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지역 68개

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의 시스템들은 유사사업 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

소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9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

소규모 주택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넓은

스템 간의 표현 단위가 시군구, 읍면동, 집계구 등으로 상이한 경

생법」)이 제정되는 등 도시재생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노

정하였다.

지역 단위에서 작은 필지 단위까지의 종합적인 공간정보가 필요

우가 많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경계와 정확하게 매칭되

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의

하다.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부처별로 지역의 현황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서 향후

도시재생은 복합적인 사업으로서 특정한 유형으로 명확하게 분류

분석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도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부족하고, 시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도시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더

하기 어렵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정확하게 도시재생의 목표와 판

열 자료가 비연속적으로 구축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 때

불어 체계적인 지역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단 기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인구·사회, 경제·

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자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딜사업이 기존

산업, 물리·환경, 지역자산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

료로서의 활용도가 낮았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1) 본 자료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시 거주성 및 기능
성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의 결과를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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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부산 도시재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안)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도
시재생사업, 중앙부처 유관사업, 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 등 사업정보의 종합적인 제
공, 장소중심의 공간적 조회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특성과 지역현황을 한 눈에 파
악할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다. 또한 도시
재생사업의 후보지 기초조사를 위한 토지
기반·건물기반 정보, 지역자산 등 필지별
기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정보 연계 활용 방안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다양하게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단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간정보는 지자체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파악하고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서 필지 단위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쇠퇴현
황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지역쇠퇴 현황 분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 도시재생 종합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이 가능하다. 또한 가장 작은 필지 단위의 DB 활용을 바탕으로 소

지자체들은 제대로 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뿐

데이터와 현장조사, 의식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텍스트로 제공하

더러 상이한 규격의 정보를 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산출할 여

는 방식(임유경·고은정, 2009) ”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력도 부족하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초조사 수행비용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각종 공간정보 및 수치정보를 체계

및 소요시간 등이 제약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둘째, 지자체 맞춤형 DB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주기

화하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포괄하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위해 2010~2014년에 1단계 도시재생 국가R&D 과제를 통해 개

「도시재생법」 제4조 및 제29조, 시행령 제36조에서는 국가가 도

적 대응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필지 단위 DB 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

발된 ‘GIS 기반의 도시쇠퇴 진단 시스템’ 을 초기 구축하였다. 또

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활용을 제

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

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지

2014~2018년까지 2단계 국가R&D 과제를 통하여 개발 중인 ‘지

시하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을 확보하고, 지역의 쇠퇴지수 파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체 도시재생 사업계획·평가·운영 단계별 필요 DB 및 지원시스

(국토교통부), 건물통합정보시스템,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문화

선정에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의 지역자원 분포 확인을 통

템’을 적용하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도시재생사

체육관광부) 등 도시재생 관련 유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

해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구상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지원하는 공간정보 구축현황

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기초 진단 및 지역쇠퇴현황 진단 등 도시재

간정보 및 수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도시재생 선도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사업관리 및 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지표를 중심으로

생 계획업무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역 선정 법

관적·실질적 성과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

정지표 3개(인구 변화, 사업체 변화, 건축물 노후도), 쇠퇴진단(인

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해 후속 사업들의 추진과정

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 필지단위 DB(토지, 건축물, 지역

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도시재생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자산 등), 그리고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 등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

합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공

수 있다.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목적, 지역특성에 따라 대상과 항

다. 특히 최근 필지단위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요구

유할 수 있다.

목은 상이할 수 있으나 정보의 정확성과 시각화에 따라 공간정보의

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자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물리적 자산, 환

활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경적 자산, 경제적 자산, 역사문화자원, 인적 자산, 사회적 자산으

도시재생과 관련된 현황 진단을 위한 자료들은 “대개 도면, 사진

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방식으로 현황을 전달하거나, 수량화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는 장소 중심의 정보융합 분석서비스

2)

최신자료 수급, 공간단위 및 시간단위 세분화, 지역중심 DB 구축
과 구축 방법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관련 계획

그림2. 도지재생정보체계의 도시재생 정보 분석 서비스(안)

규모 주거재생지를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후보지 탐색에도

2) 임유경·고은정,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23쪽, 발췌 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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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변모하면서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가치를 외부인에게 홍보하면서 장소 애착의 과정까지 나타나게 되

197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한 아파트단지는 이제 한국인의 대표

었다. 그야말로 서구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한국적 특성을 나타내며

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그 성과를 만들어갔다.

이런 물리적 변화는 지가 상승이나 주거시장 불안, 지역특성 소

이러한 성과들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멸, 지역 공동체의식의 훼손 등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제는 아

법’ 제정에 근거가 되었으며, 그 동안 신시가지 개발이나 재개발·

파트 거주자들과 다가구·다세대 거주자들과의 공동체 분리가 도

재건축 사업에만 관심을 두었던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시재생사업에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의 제
정과 함께 근린재생형(2015년부터는 근린재생일반형과 중심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Writer. 홍경구(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0년 간의 노력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부터 도시재생사업까지

지형으로 분화됨)과 경제기반형을 구분하여 전국에 선도지역 13

불가사의한 도시 확장 속에서 신시가지와 기성 시가지의 격차, 지

개소와 일반지역 33개소를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

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공동체의식의 소멸, 주차환경 등 기반시설

해 전북 군산, 충남 공주, 경북 영주, 충남 천안 등 많은 지역에서 도

의 부족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시민

시재생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도시 관련

과 행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노무현 정부 시절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계획수립에 초

2007년부터 국책사업이 시작되었다. 바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

점을 맞추었다. 완벽한 계획수립이 중요해진 결과, 계획수립 기간

기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정주환경개선, 도시공동체 회복, 시민

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과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

되지 않은 계획안은 심의에 통과될 수도 없었고 예산을 받을 수도

작하였다. 이 사업은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마을의 공동체를 살리

없었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 주민활동가 양성, 마을공동체 형성,

거나 도시 단위에서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 거버넌스적 운영 등 철저히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

진행되었는데, ‘도시닥터’라는 전문가들이 계획을 자문하고 행정

행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사업의 진행과 성과는 예상과는 달

이 사업을 집행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거버넌스’라는 틀도 생소하였으며, 일

있는 전형적인 도시재생 방식이다. 이 사업은 대구의 근대골목사

부 경험이 부족한 국책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사업의 속성 이해도

도시변화 : 1961년 87위에서 2018년 현재 27위로

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도 같은 기간 53세에서 거의 80

업과 삼덕동 담장허물기사업을 비롯하여 부산과 광주, 전주 등에

없이 형식적 틀만 강조하며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

우리나라를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한다. 그에 비해 도시

세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1인당 GDP도 1961년 93달러였지

서 가로와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역사적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도시

었다. 정부 지원 기간도 4년 내외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형태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산업화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도

만, 2013년에는 2만 4,000달러, 2018년에는 현재 3만 2,700

공간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차분히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시행

시계획을 전공한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국내의 산업화는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야말로 50년 동안 우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된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에 비해서 사업의 진행속도와 성과가 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도시화도 이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볼

이룩하였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한 도시화의 성과를 이뤘다.

보다 많은 예산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수 있다. 도시화의 과정을 볼 때,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만 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자산을 너무나 많

하였다. 2010년에는 도시활력재생, 마을활력재생, 기반시설 정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대

이 잃어버렸다. 반 세기도 되지 않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도시화

로 구분하여 지원되던 것이 2011년부터는 주거지재생, 중심시가

표적으로 인구 변화만 보더라도 그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동체와 환경의 훼손, 유무형의 자산 손실 등

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도시에 사

을 겪었다. 천혜의 아름다운 산과 구릉지는 무허가 정착촌이 되거

하였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과도 그 내용과 형식

는 인구비율은 37%였다. 약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국

나 저소득층 주거지가 되었다가 재개발로 단조로운 아파트경관을

이 매우 유사하다. 청주 중앙동, 부산 광복로, 대구 근대골목과 앞

의 각 도시에 살고 있었고 평균수명은 53세였다. 그런데 2010년

형성하고 있다. 강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경관들은 삭

산맛둘레길 등 다양한 가로활성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에 이르러 우리나라 인구는 약 5,000만 명에 육박한다. 게다가 도

막한 빌딩과 단조로운 아파트로 아름다운 산과 언덕, 하천과 강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특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을 진

시에 사는 인구비율은 약 91%로 약 4,500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

막아버렸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주택들은 다가구·다세대

행한 주민들은 스스로 장소를 개선하고 축제도 하였으며, 지역의

부산, 광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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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활성화계획 수립과 함께

넷째, 참여과정의 다양화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업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활동가의 영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

취지와 다르게 전략계획은 활성화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으

나 최근 활동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을 그들의 직업 영역으로 고착화

로 전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마을을 가꾸고 우리의 도시를 형성해

근린재생일반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등 그 세부사

나가는 것은 다양한 시민과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 사업을

업내용과 성과가 모호하게 표현되어있다. 이제는 적어도 대도시

누군가가 독점해서는 사업을 성공하기 어렵다. 2007년부터 도시

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유형과 지방도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유형

재생사업의 정신은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봉사이다. 이러한 정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계획은 전략계획에 걸맞게 수립지침이 수

신 속에서 다양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공간과 사회를 만들어내고

정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참여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유형별 사업목적과 성격, 성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고 많

이미 2007년부터 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은 기술되었으나, 사

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모범사례를

업의 성과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가령 경제기반형

만들었지만, 보다 많은 유형과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모범사례 유

은 누가 시행주체이고 어떻게 시행하고 얼마큼의 결과가 나오면

형을 더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사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각 유형별로 명확히 사업의 목적과 성

업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올해까지 전국

대구, 김광석 거리

족할 수밖에 없었다.

하였다. 이제 국내 도시재생에 대한 해답은 지금 이 시대의 현장에

격·과정·성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 선정결

에 약 200여 개소의 도시재생사업지가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것이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의

서 찾아야 한다.

과를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경제기반형으로

고 사업도 시작될 것이다. 이 중에서 적어도 지역의 경제성장과 활

핵심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대규모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10여 년간의 경험을 반추해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념은

하거나 읍 정도의 규모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

성화, 공동체 강화 등 많은 부문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만

다. 2017년 68개소, 2018년에는 99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매년

확립하였지만, 세부적인 각론과 결과에서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 진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사업지의 선

들 필요가 있다.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있지 않았다. 가령 주거지재생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도시

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잃어버렸던 공동체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

재생사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주민공동체와

셋째, 사업주체의 다양화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

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공동체는 아직도 정의가

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을역량, 주거환경개선정도 등은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의

은 관이 주도해 왔다. 적어도 10년간의 도시재생 경험에서 대기업

모호하다. 우리가 만들려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도시재생사업을 통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즉, 국내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 없

의 참여나 지방기업의 참여는 들어보지 못했다. 주로 공기업이 참

해서 규명해야 한다. 적어도 마을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기업,

이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을 간단한 이미지와 현장 설명으로 해석하

여해서 민간을 끌어오는 전형적인 도시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성 공동체가 아니라 우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

고 적용하다 보니 국내의 다이나믹한 도시재생과정에 시사점을 주

데, 이제는 민간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

리 후속 세대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도시공동체 형성에 최선의 노

어디에서 도시재생의 해답을 찾아야 할까?

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우리나라 도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혜시비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국비에 한정된

력을 다해야 한다.

앞서 본 대로 우리는 약 10여 년의 경험을 통해 도시재생이 정부

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예산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시재생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학문적으로는 제1차 도시재생 R&D 연

사업에 깊숙이 참여해 함께 고민하며 한국적 도시재생사업의 청

구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많은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실

사진을 도출해야 한다. 시민, 전문가, 주민, 활동가, 공무원, 중간

증테스트 베드를 운영하였고, 제2차 도시재생 R&D 실증연구를

지원조직, NGO 등이 포괄적으로 협력하여 거버넌스의 틀 속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정

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마을 재생과 지구재생, 도시재생이 이루어

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참조할 만

져야 한다. 이에 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몇 가지 제안

한 사업 아이템은 있지만, 제도와 문화가 다른 체제 속에서 선진국

을 하고자 한다.

의 도시재생사례를 국내에 이식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도 인식

첫째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이끄는 관계법령과 내용을 수정할

우리나라 도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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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조사방법론 및
평가방안 연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

1990년대 후반부터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거시적이고 물리적

입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인 대규모 공공자산을 투입하는 개발이 위주였다면, 1990년대 후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
안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

반부터는 대규모개발에 의해 사라지는 가치에 주목하면서 미시적,

서는 ‘도시재생사업 조사방법론 및 평가방안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문화주도적 개발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사업의 시작에서 완료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도시재생’에 대한 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반 대규모 뉴타운(New Town) 사

Writer. 이세원(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연구실 책임연구원)

도시재생 사업절차 내 과학적 의사결정 가능 영역

공간정보 활용 가능 영역

업이 주도했던 도시개발방식은 부동산 투기와 강제퇴거, 지역 커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안착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뮤니티의 와해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
재생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거주민
최근 ‘도시재생’은 급격한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본래 도시재생은

전체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개념으로 등

이전의 도시재개발과 재건축 주도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근본적

장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이 실행계획 위주의 법령과 제

기 초에 눈에 띄는 성과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공적자금이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스마트 도시재생

인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도시는 시간

도를 마련한 것과 달리, 우리는 중앙정부 주도(Top-Down)로 예

투입되어야 가능한 뉴딜사업이 점차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지역본부에 사무국을 마련하였다.

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으로 노후하며, 도시를 구성하는 인구의 유

산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기본계획 성격의 모호한 법·제도 마련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자

출이나 고령화에 따라 경제적인 쇠퇴를 겪는 등 성장과 쇠퇴를 반

에 집중하였고 이는 사업의 시행을 점차 더디게 진행하게 하는 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이른바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안

체에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활성화계획과 전략계획

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계를 불러왔다.

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공간정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수립에 의해 시행된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계획의

방법론은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 ‘도시재생

이에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발과 함께 이른바 ‘도시재생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는 지자체 공모 위주로 사업구

연속성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자금을 확보하기

(Urban Re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뉴딜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천명했던 도

역을 선정하다 보니 체계적 방법론이 정립되어있지 못하고 도시재

위해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한 사업모델을 발

시재생 뉴딜사업은 철저히 실행계획 위주의 로드맵 작성과 함께,

생 효과의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지원기관이나 지역

정부가 매년 공적자금 10조원씩을 5년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

의 도시재생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으로써 노후주거지와 구도심을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 조사방법과 평가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서 필요한 것은 기금과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적 의사결정으

이른바 글자 그대로 ‘뉴딜사업’이 된 것이다.

다.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시행, 완료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로 다양한 전략(콘텐츠)을 발굴(컨설팅)해 줄 수 있는 지원기관이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위험부담은 예상보

평가하고 재생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선정은 사업 타당성과

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가랑(빈집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다 크게 존재할 수 있다. 대규모 뉴타운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플랫폼, 자율주행자동차 등 ‘공간정보 기술 도입형 재생사업’을 제

은 높은 지가부담과 건설사들의 사업비 충당의 어려움이라는 현실

검토하여 공통·비공통 지표들을 도출하고 실제 사례지역을 대상으

안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한다면 지자체에서는 도

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

로 실증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시재생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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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예를 들어 건

트업(14.9%), 연구기관(13.9%), 재단(4.6%) 중에서 민

물이 세워지면 바람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열섬 현상이

간부문이 스마트시티를 주도하고 있다. 핀란드 카라사타

생긴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등 현실 문제를

마 지구의 “One more hour a day”, 대만 신베이의 “

가상의 세계에서 수천 가지 상황으로 수천 번 시뮬레이션

고령화 대응 특화서비스”, 캐나다 밴쿠버의 “그린 에너

한국형 디지털 트윈을 꿈꾸는

해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산출

지 중심의 미래경쟁력 확보”, 영국 글래스고의 “소통을

한국국토정보공사 - 전주시 스마트시티 구축

한다. 이러한 방법은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

통해 만들어가는 미래도시” 등도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

시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을 취하고 있다.

Writer. 강진아(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기획부)

스마트시티 구축에 시민이 참여한다면 행정적, 공학적
시민 참여로 진화하는 스마트시티

인 장점이 있다. 행정적으로는 시민이 직접 자발적 정

2000년대 초반부터 열풍을 일으킨 기존의 스마트시티

책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

는 대부분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었다. 많은

어로 스마트시티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추

비용과 신기술이 적용되었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

가적으로 시민과 공무원, 관련 전문가가 소통하여 정책

았다. 공급자 위주다 보니 필요한 정보보다 쓸데없는 정

을 개발하고 고도화할 수 있다. 공학적으로는 스마트시

보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티 서비스 개발에 요구사항이 명확해지고 시민의 활용

최근 스마트시티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소수의 공급자 중

이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활용

심이 아닌 다수의 수요자 중심인 참여형 스마트시티로 발

하여 데이터 제공처가 다양해질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

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

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축 방식은 도시의 공동

티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지역 주민, 정부, 기

창작자(Co-Creator)로서 리빙랩(Living Lab), 팹랩

미래를 예측하는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

업 등의 참여로 디지털시티, 에너지, 교통, 순환도시, 거

(Fablab), 해커스페이스(Hackerspace) 등 ‘디지털 공

자율주행과 드론 등 4차 산업과 더불어 디지털트윈으로

을 끈 사례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버넌스&교육, 시민생활, 스마트시티 아카데미 등 7개 주

공 공작소’의 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대표되는 가상현실 기반의 스마트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

준비하며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와 관련된 200여 개의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에 따라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시켜 시민과 함께 도

시티 플랫폼의 비중도 정부(14.2%), 기업(40.1%), 스타

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융복합을 전제로 한다.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인문학과 공학의 결합, 생명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스마트시티

기계의 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이 이뤄져야 한

한편으로 본다면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가상현실 속의 세

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데

계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현상을 기반

이터를 모으고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최적화된

으로 한다.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로 모델링

대응방법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을 한 후 실험해 봄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고, 문제

방향과 현시점의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모델
이 미래 도시와 미래 국
가의 모습으로 부각되면
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
다. 대표적으로 싱가포
르의 ‘버추얼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태양광 패널 입지 분석

스마트시티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소수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다수의 수요자 중심인
참여형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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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진다. 실험모델 구축사업은 디지털허브 모델을 정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와 전주시는 올해 8월 시민

의하고 시범지역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모델을

따라 공간정보 컨설팅의 영역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가시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을 체결했다. 공사가 가진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국토정보

전략 마련사업은 스마트시트 공간정보 역할 마련과 표준

에 전주시가 가진 행정정보와 결합하여 통합국토정보를

화, 법제도 개선 등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서비스한다는 협력사항이 담겼다.

는 것이다. 또한 전주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가로 화

공사와 전주시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통해 저성장과 기

재나 지진대피 등 대표 1개 서비스 시나리오를 구현할 예

후변화, 재난 등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응해 시민들의 삶

정이다. 대상지로는 전주시내 구시가지, 신시가지, 혁신

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 통합국토정

도시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면적 16㎢를 구축하고자 한다.

보서비스의 신사업 모델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험사업의 시작은 협의체를 통해 스마트시티 디지털트

스마트시티 사업은 소규모 지자체 단위로 스마트시티 모

윈 구성 요소들을 만드는 단계이다. 대분류로는 지상과

델을 개발하는 첫 시도로, 국가 전역으로 확대하여 활용

지하, 행정경계로 구분된다. 지상파트는 건물, 도로, 철

될 수 있도록 공사와 전주시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 하천 시설물 등으로 구성되며, 건물은 외관(벽, 문, 창

전주시 실험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문, 기둥 등), 층, 실내 계단, 방(사무실, 거실 등), 엘리베

만큼 건설, 복지, 환경, 교육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하파트는 7대 지하시설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둘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등) 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

의 합리적인 모델을 구성하고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데 심도, 재질, 위치 등의 3차원 정보를 포함한다. 행정

경로나 소방인력 주요 투입 경로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센

국토를 커버하고 있는 최첨단의 통신 강국이다. 소프트

등 시민참여를 통해 전주시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안을

경계와 법정경계, 지적도 등도 3차원으로 재구성하게 된

싱 데이터를 통해 화재의 확산 속도나 방향도 추정할 수

웨어와 하드웨어가 고루 발달해 있고, 인적 인프라와 첨

모색하는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과

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요구사항에 따른 행정, 민간 데이

있다. 풍향, 풍속 정보, 기상정보 등에 바람 길을 따른 건

단 사회 기반시설도 잘 갖추어진 우수한 국가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형 스마트시티

터를 융합하게 된다.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도 가능

축물 인허가 정보, 수목의 개수, 위치 등을 포함한 시뮬레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기술력은 GIS, 3차원 구축, IOT

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회성 스마트

하지만, 지상-지하-행정-민간의 데이터 융복합이 가능

이션을 통해 환경이나 건축관련 행정업무도 지원할 수 있

등 개별기술들은 선진국에 근접해 있다. 그에 비해 시

시티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하며, 실제 도시 문제 해결에

하다. 이런 지상-지하-행정-민간의 데이터 모델에 센

다. 지하 상수도관이나 가스관 사고로 인한 지상 도로피

민의 의견을 모아 취합하여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지속

도움이 되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 등 실시간 정보들을 융합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

해 대비 건물붕괴시 대피경로 등의 제공도 가능하다. 또

가능한 도시를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만드

현하게 된다.

지하 굴착에 따른 건물 안전성 문제 진단에 활용될 수도

는 방법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실정이다. 많

전주시 실험사업의 내용과 기대

이같은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구현된다면 다양한 파생서

있다. 민간 데이터와 융합한다면 실내 서비스, 스마트 냉

은 시도는 아니지만 전주시 협의체 운영, 거버넌스 확

전주시 실험사업은 크게 실험모델 구축과 전략 마련으로

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주요 대피

장고, TV, 방범 기기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립, 기술적 접근인 전주시 실험사업 추진을 통해 지자

제공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현지 로

체 스마트시티 구축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풀었으면

컬푸드와 융합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듯

한다. 이러한 시도가 거듭된다면 도시 문제 해결을 위

스마트시티가 서비스된다면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 스마트시티 구축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닌 듯하다. 국

통한 무궁무진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디지털

민의 입장에서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놓고 다양한 환

트윈이라는 가상공간에서 IoT, 자율주행, AI, UAV 등의

경적 불안요소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은

신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고 본다.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놓고
다양한 환경적 불안요소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은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고 본다.

넓어지고 적용가능한
분석기법도 다양해질 것이다.

문가들과 열린 교류를 통해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스마트시티를 꿈꾸며

스마트시티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성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이 전

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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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각 센서들은 주요 목적과 장단점이
뚜렷한 상황이며,
주요 회사들은 세 센서를 조합하여
자율주행차량을 설계하고 있다.

진 영상을 비교 처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상 처리에 시
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앞 차와의 거
리 측정 등에는 레이다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에는 카메라와 레이더 정보의 조합을 사
용하고 있다.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자율주행 센서
Writer. 정구민(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레이더 센서는 전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는 날씨가 안 좋

에 비해서는 눈이나 비에 반사가 될 수 있어서 날씨 조건

을 때나, 불순물의 묻었을 때에도 비교적 정확한 인식이

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또한 검은색 물체의 경우 레이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를 일부 흡수하여 반사파가 적어지고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전망된다. 다만 현재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레이더 센

도 있다. 고성능 라이다 센서는 아직 가격이 비싸기 때문

서는 좁은 범위에서 물체의 유무 여부 정도의 인식이 가능

에 상용화를 위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

한 성능으로, 공간 인식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주요 자

속되고 있다.

율주행 차량에는 레이더 센서를 다수 사용하여 인식에 활

미국 미시간대학교는 2017년 8월에 자율주행 센서에 관

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레이더로 3차원 공간을 인식하기

한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백서에서는 <표 1>처럼 각

위한 센서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중이다.

센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센서 퓨전에 대한 중요성을

라이다 센서는 빛의 일종인 레이저를 이용한다. 동시에

강조했다.

여러 개의 레이저를 발사한 후에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이처럼 각 센서들의 주요 목적과 장단점이 뚜렷한 상황이

서 3차원 공간을 인식하게 된다. 거리 측정이 어려운 카메

며, 주요 회사들은 세 센서를 조합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최근 아우디 A8이 라이다 센서를 적용하면서 라이다 센

공간을 인지하라, 자율주행 센서

라나 좁은 범위에서 물체 유무를 판정하는 레이더에 비해

설계하고 있다. 대략 정리해 보면 카메라는 차선 인식, 물

서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양산 차량이라는 타이틀을 가져

자율주행용 센서도 3차원 공간의 인지를 목적으로 한다.

서 편리하게 3차원 공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

체 인식, 보행자 인식, 차량 인식, 표지판 인식, 신호등 인

갔다. 이를 신호탄으로 하여 양산차 업계에서 라이다 센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는 주행 시에 공간을 인식하

행 차량에 많이 적용된다.

식 등에 주로 사용된다. 레이다는 주변 차량과의 거리 인

서가 적용되는 추세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기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 각 센서들의 장단점이 명확하

하지만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의 반사에 영향을 받게 된

식에 주로 사용되고, 라이다 센서는 주변 차량의 주행 및

다. 현재 연구 개발용 자율주행 차량은 라이다(LiDAR),

기 때문에, 주요 연구 개발용 차량들은 이 센서들을 조합

다. 카메라보다는 날씨 조건에 덜 영향을 받지만, 레이더

주변 환경 인식에 사용되고 있다.

레이더(Radar), 카메라 센서를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으

하여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 라이다 센서와 카메

며, 상용화된 차량은 대개 카메라와 레이더를 조합하여

라 센서는 빛(라이다 센서는 레이저, 카메라 센서는 가

사용하고 있다. 자율주행 센서의 현재와 진화 방향에 대

시광)을 이용하고, 레이더 센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차이

해서 정리해 본다.

가 있다.

표 1. 자율 주행 센서 비교
센서
상황별 조건

사람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양호

양호

양호

보통

사물 구분

양호

취약

보통

양호

카메라를 통해 차선과 차량, 신호등, 표지판 등 자율주행

거리 판단

보통

양호

양호

보통

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안개나 폭

모서리 감지

양호

취약

양호

양호

변화, 표지판 및 신호등을 빠르게 인지하고 3차원 공간으

우 등 날씨 조건, 불순물이 묻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카메

차선 추적

양호

취약

취약

양호

로 재구성해 낸다. 운전자는 이러한 공간정보를 바탕으

라 인식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사람의 눈이 두 개의

가시 거리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로 차량의 가속과 제동, 조향을 조절하고 원하는 목적지

카메라를 가졌다면, 대부분의 차량은 1개의 카메라로 처

악천후 작동 인식

보통

양호

보통

취약

로 이동할 수 있다.

리한다. 거리를 인식하려면 2개의 카메라 정보에서 얻어

흑색 또는 저반사 물질 인식

취약

양호

양호

보통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비슷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

사물 인식

3차원 공간을 빠르게 인식하는 사람의 눈

에, 현재 자동차에서 가장 일반적인 센서로 볼 수 있다.

사람의 눈은 3차원 공간을 빠르게 인식한다. 두 눈에서 얻
어진 영상들을 빠르게 처리해서 앞 차와의 거리나 차선의

출처: 미시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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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각 센서에도 많은 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차량과 센서
현재 상용화된 부분자율주행 차량과 연구개발 중인 레벨

3, 4, 5 차량들은 센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양
산 중인 차량 중에서 라이다 센서가 적용된 차량은 아우디

A8이 유일하다. 반면, 연구개발 중인 대부분의 자율주행
차량들은 고급 라이다 센서들을 적용하고 있다. 아우디

A8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차량을 비교해 보자.

다. 이외에도 2개의 카메라 센서, 2개의 정밀 GPS, 1개

2017년 7월 발표된 아우디 A8 차량은 세계 최초로 라

의 DSRC(차량용 단거리 통신) 모듈 등이 적용되어 있다.

마그나 3D 레이더 기술 

출처: 마그나

Adasky 열화상 카메라 

출처: Adasky

ARBE robotics 3D 레이더 기술 

출처: ARBE robotics

이다 센서를 적용했다. 프랑스 부품회사 발레오에서 만든
이 라이다 센서는 수평 145°, 4채널을 인식할 수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다양한 센서의 진화

초기의 구글 자율주행 차량에 쓰였던 360도 회전이 가

앞으로 더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카메라, 레

능한 벨로다인의 센서는 약 8만 달러 정도인 데 비해서 이

이더, 라이다 각 센서에도 많은 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센서는 약 600달러 정도의 저가형 센서이다. 아우디 A8

다. 현재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센서들은 대략 열화상

차량에는 라이다 1개, 카메라 1개, 코너 레이더 4개, 장거

카메라 기술, 3D 레이더 기술, UWB 기반 기술 등이 있다.

리 레이더 1개, 360도 어라운드뷰 카메라 4개와 적외선

이스라엘의 아다스카이는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센서 1개 등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에서 열화상 카메라 센서인 바이퍼를 공개했다. 이 센서는

차 사고를 언급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나 야간 투시 카메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자동차 중심의 자율주행 레

CES 2018 당시 폭우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율주행 시연

자동차, 사람, 동물 등이 방출하는 열을 인식하기 때문에,

등이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벨인 레벨 3, 4, 5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자동차의 책임

을 선보인 앱티브의 자율주행 차량에는 많은 센서들이 상

야간 주행이나 어두운 상황에서 보행자 인식에 더 용이하

3D 레이더 기술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빛을 사용하

이 커지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화되어 있다. 앱티브 자율주행 차량은 단거리 인식을

게 사용될 수 있다. 회사 측은 “라이다는 눈, 비 등 기상조건

는 카메라나 라이다에 비해서 환경 조건에 영향이 덜한 장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자율주행 센서가 탑재되고 인식 소프

위한 4개의 16채널 벨로다인 라이다 센서와 장거리 인

에 취약하고, 레이더는 단순한 정보 제공만 가능하며, 카메

점이 있기 때문에, 3D 레이더 기술의 상용화도 큰 의미

트웨어의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을 위한 5개의 이베오 4채널 라이다 등 총 9개의 라이

라는 태양광이나 야간 인식에 약할 수 있다”면서, 열화상 카

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그나나 아르브로보틱스는

지난 8월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테스트

다 센서를 사용한다. 또한 4개의 단거리 레이더와 6개의

메라인 바이퍼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지난 CES 2018에서 3D 레이더 기술을 선보였다. 아직

표준화를 발표한 바 있다. 발생 확률이 낮지만 매우 중

스캐닝 레이더 등 총 10개의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고 있

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블룸버그는 3월 우버 자율주행

고급 3D 라이다 센서만큼의 정밀도는 아니지만, 레이더

요한 경우들을 테스트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율주행차량

로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업체들은 앞으

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테스트

로 1~2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케이스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율주행 센서도 더욱 진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바야는 초광대역통신 기술인 UWB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완전자율주행을 위해 센

에 기반한 거리 측정 기술을 선보였다. 소프트뱅크의 인공

서 기술과 인식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

지능 기술이 탑재된 바야의 3D 센서는 0~20GHz 주파수

으로 예상된다.

그림1. 아우디 A8의 자율주행 센서

그림2. 앱티브의 자율주행 센서
전면
카메라

360도
카메라

360도 카메라

울트라
소닉 센서

360도
카메라

출처: Vayyar

대역에서 24개의 송수신기를 이용하며, 초당 15만 개의

장거리 레이더

POI(Point Of Interest) 인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통신
기반이기 때문에 날씨나 환경의 영향이 적은 장점이 있지
만, 전파 간섭이 있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레이저
스캐너
중거리 레이더
측면 울트라
소닉 센서

공간 인지를 위한 자율주행 센서의 진화

측면 울트라
소닉 센서
출처: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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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자기 파장대역과 원격탐사 센서

그림 2. 극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엑티브 센서
레이더
극궤도
라이다

지구를 들여다보는 위성,
위성원격탐사

주파수

극궤도 위성
정지궤도

가시광선

열적외선

파장

광학센서

정지궤도 위성

마이크로파 방사계

적외선

Writer. 이양원(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패시브 센서

마이크로파

출처: 유럽우주국

출처: NASA

(Radar) 형태로서, 마이크로파를 방사하여 관측 대상물

(hemisphere) 정도의 영역을 관측한다.

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신호의 강도를 분석함으로써 대상

극궤도 위성은 1일 1~2회 또는 며칠 주기로 지구를 모니

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터링하고, 정지궤도 위성은 10~20분 간격으로 연속적인

Aperture Radar, SAR)는 항공기나 위성이 빠르게 이

지역 관측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위성들은 대부분 수동

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마이크로파를 수신하여

형 광학 센서나 마이크로파 센서를 탑재하여 지구방출 복

합성하는 시스템으로서, L밴드(1~2GHz)는 산림, C밴드

사에너지를 감지한다.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및 단

(4~8GHz)는 토양 수분, X밴드(8~12GHz)는 지형, Ku

파적외선과 같은 단파 영역의 복사에너지 강도는 반사도

밴드(12~18 GHz)는 강우의 관측에 주로 활용된다.

(Reflectance)로 변환하고, 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와

원격탐사에 활용되는 파장과 주파수

밤에는 지구방출 복사에너지의 강도를 분석하여 현상을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전자

측정할 수 있다. 태양복사에너지의 표면반사를 감지하

기 복사에너지를 이용하여 그 대상 또는 현상에 대한 정보

는 경우에는 대부분 0.4~0.7μm 파장대의 가시광선과

지구를 공전하는 극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

Temperature)로 변환하여 원격탐사에 사용된다. 여

를 수집하는 것을 원격탐사라고 한다. 위성원격탐사는 인

0.8~3μm 파장의 근적외선(Near Infrared) 및 단파적

인공위성이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남극과 북극을 오

러 분광밴드의 반사도를 조합하거나 밝기온도를 이용한

공위성에 탑재된 센서를 통하여 지구환경에 대한 원격탐

외선(Shortwave Infrared)을 사용하고, 지구방출 복

가며 지구 주위를 공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극궤도(Polar

식을 세워서 기상, 해양, 농림, 수문, 재해, 환경 등의 다

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성센서는 관측 방식에 따라 수

사에너지를 감지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3~14μm 파장

Orbiting) 위성들은 대체로 700~900km의 고도에서

양한 지구환경 요소를 관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erra

동형과 능동형으로 나뉘는데, 수동형 센서는 물체로부터

대의 중적외선(Mid infrared) 및 열적외선(Thermal

궤도를 돌며 주기적으로 같은 곳을 재방문한다. NASA

와 Aqua에 탑재된 MODIS(Moderate Resolution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감지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능동

Infrared) 영역을 이용한다. 또한 1mm~1m 파장대의

에서 운영하는 Terra, Aqua, Landsat, 유럽우주국의

Imaging Spectroradiometer)의 위성자료는 전 세계

형 센서는 대상물을 향해 전자기파를 쏘아서 되돌아오는

마이크로파(Microwave)는 구름 입자보다 긴 파장을 가

Sentinel 등이 대표적인 극궤도 위성이다. 또한 정지궤

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대기(에어로솔, 강수, 구름,

복사에너지를 감지하여 현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지기 때문에, 구름을 투과하여 센싱이 가능하다.

도(Geostationary) 위성은 적도 상공 약 36,000km

온습도 프로파일), 지표면(온도, 식생, 광합성유효복사

이러한 전자기파 또는 복사에너지는 다양한 파장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을 가지는 자외선(UV ), 그리

에서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량, 산불, 증발산, 산불), 빙권(해빙, 적설), 해양(해수온,

(Wavelength) 또는 주파수(Frequency) 대역을 가

고 가시광선(VIS) 및 적외선(IR)은 광학센서(Optical

지구를 관측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에는 항상 정지

클로로필-a 농도, 유효광량) 등의 지구환경 모니터링 자

지는데, 태양복사는 주로 3μm 이하의 단파 스펙트럼으

Sensor )에 의해 감지되는데, 위성센서의 분광밴드는

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GOES(Geostationary

료가 NASA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천리

로 구성되며, 지구복사는 대부분 장파 스펙트럼으로 이루

UV+VIS, VIS+IR, 또는 UV+VIS+IR로 구성할 수 있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유럽연합

안 위성은 2010년 발사된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어진다. 따라서 태양광이 존재하는 낮에는 지구상의 물

다. UV는 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활용될 수 있고, VIS

의 Meteosat, 중국의 풍운(Fengyun), 일본의 히마

구름, 수증기, 온도, 일사, 강수, 해빙, 에어로솔 등 다양한

체가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 또는 반사하는 성질을 이

와 IR은 지표면, 해양, 대기의 다양한 현상을 관측하는 데

와리(Himawari),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리안 등이 대

기상 요소를 15분 간격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반구 영역

용하여 대상을 탐지할 수 있고, 태양광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된다. 마이크로파 위성센서 중 능동형 센서는 레이더

표적인 정지궤도 위성으로서, 해당 국가 주변의 반구

에 대하여 산출하고 있다.

같은 장파 영역의 복사에너지는 밝기온도(Brightness

34
표 1. 천리안 위성의 산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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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전적인 신경망이 지역최적해(Local Minima)에

나라의 연구에서 강우 강도, 토양수분, 해빙면적비 등의 산

산출자료

내용

활용

빠지는 현상이나 전통적인 기계학습법에서 간혹 과적합

출에 딥러닝을 활용함으로써 정확도를 매우 향상시킨 사례

구름탐지

구름 유무 정보

날씨 및 수치예보

(Overfitting)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한 심층신경

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청천복사휘도

구름이 없는 지역의 복사량 추정

날씨 및 수치예보

대기운동벡터

수증기의 이동경로 추적

수치예보

해수면온도

바다의 표면온도

수치예보 및 기후감시, 해양

지표면온도

동아시아 지역의 지면온도

해빙/적설역탐지
표면도달일사량

망 기법으로서,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
과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를 통해 최적화를

우리나라가 위성강국이 되려면

수치예보 및 기후감시

극도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전훈련(Pre-Training)에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

극지방의 해빙과 눈이 쌓인 지역 추정

수치예보 및 기후감시, 황사예측

서 일차적으로 최적화한 파라미터를 초기치로 사용하는 전

는 위성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지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농업기상, 기후연구

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통해 최적화를 더욱 향상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과 정지궤도기상위성 천리안의 활

상층수증기량

대류권 상층부의 수증기량

수치예보 및 기후감시

대류권이 수증기 총량

수치예보 및 기후감시

시키며, 드롭아웃(Drop-Out) 비율의 조정을 통하여 특이

용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속위성의 발사 및 활

가강수량
구름분석

구름형태 및 양, 구름입자의 특성 추정

수치예보 및 기후감시

치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품질의 위성자료

용을 위해서도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재 기획 중

운정온도 및 고도

구름 정상부의 높이 및 온도 추정

수치예보 및 기후감시

를 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계열 연속성이 뚜

에 있는 여러 기의 차세대 중형위성(국토, 농림, 수자원, 기

안개

하층운과 안개를 구분하여 안개 탐지

항공기상

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경우, 이전 상태(State)의 정보

상 등)은 외국의 상용위성 못지않은 고해상도의 근접 관측

강우강도

구름의 종류에 따른 강우강도

날씨 및 수치예보

를 DNN에 반영하는 딥러닝 기법인 RNN(Recurrent

정보를 제공할 것이므로 위성본체, 센서 및 활용산출물 개

지구방출복사

대기상한에서의 지구장파 복사량 추정

수치예보 및 기후감시

Neural Network)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우리

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에어로솔탐지

대기 중에 떠있는 황사 관측

황사예보 및 환경감시

에어로솔광학두께

에어로솔에 의한 대기 혼탁정도 추정

황사예보, 환경감시 및 기후연구
출처: 기상청

위성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구환경 요소들을 산출하는 데 있어
서는 여러 가지 물리방정식이나 선형회귀식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컴퓨팅 파워의 향상과 인공지능
기법의 보급으로 인하여, 물리방정식이나 선형회귀식만

위성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의
활용도 증진과 함께
후속위성 발사 및 활용에도
전력투구해야한다.

그림 4.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2017년

2018년 ~ 2022년

정지궤도
위성
한반도 상시
모니터링

2023년 ~ 2030년

조기경보위
성(’24)
천리안위성
2B(’19)
2A(’18)
대기·해양
기상

2031년 ~ 2040년

통신(방송)3기
조기경보2기(~’40)

자료중계위
성(’27)
통신(방송)위성
천리안(관측)위성(’
(미정)
28,’ 29)

천리안 2호 후속 및 신
규 위성(~’40)

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비선형적인 관계에 대한 모델링
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인과관계나 기

Vector Machine)과 RF(Random Forest)를 들 수 있

작(Mechanism)이 단순하지 않은 현상에 있어서는, 분

는데,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자료의 그루

광밴드 반사도의 조합이나 밝기온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핑에 있어서 그룹 간의 마진(Margin)을 최대화하는 초평

값과 실제 관측치 사이의 관계가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

면인 MMH(Maximum Margin Hyperplane)를 이

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신경망(Neural Network), 기계학

용하여 최적분류를 수행하고, 그룹별 분석모형을 적용하

습(Machine Learing), 딥러닝(Deep Learning) 등

는 기법이다. 또한 RF(Random Forest)는 훈련 데이터

의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비선형 문제를 원활

셋에서 반복적인 랜덤 샘플링을 통해 조금씩 다른 특성을

하게 해결할 수 있다.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가지는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를 생성하고, 필요

연결하는 노드-링크 구조의 가중치(Weight)와 바이어스

시 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으

(Bias) 집합을 최적화함으로써 실제 관측치를 가장 근사

로 리샘플링한 후, 모든 의사결정트리의 분석결과를 집계

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입출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법이

하는 배깅(Bagging) 과정을 거치는 앙상블 방식의 모형

다. 기계학습법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SVM(Support

이다. 딥러닝의 일종인 DNN(Deep Neural Network)

다목적
실용위성
초정밀
위성영상

위성
개발

7호(’21)
6호(’20)
레이더영상 지상·적외선 영
상(0.3m)

7호(’23)
지상·적외선 영
상(0.3m)

8호(’27)
9호(’28)
레이더 영상 지상·적외선 영
상(0.1m)

9A(광학/IR)·10(SAR)·11(광학/IR)·
11A·B(9A(광학/IR)·12(SAR)·
13(광학/IR)호(7기, ~’40)

차세대
중형위성
국토·
기상·
산림·
수자원

차세대
소형위성

1(’19)·2호(’20)
국토 종합관리용

4호(’22) 5호(’22)
3호(’23)
산림관측 기상관측 발사체 검증용

6호(’25)
수자원

추가 19기
(~’30)

추가 43기(~’40)

산업체 책임 개발(차중형 2호 ~)

1호(’18)
기술 검증

2호(’20)
소형SAR

3호(’24)
기술검증

4호(’26)
소형SAR(레이더)

5호(미정) 6호(미정) 7·8호(미정)
기술검증 레이저 관측 영상분광기

기술검증·
과학임무

출처: 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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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어떻게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데이터 기반 도시 정책

수만에서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교통 문제에서 시작하여 소음이나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또 도시의 노
후와에 따른 재개발 문제,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도시 거주자

WHAT WORKS CITIES

들을 괴롭힌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문제 해결은 한정된 예산, 한
정된 기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붙는다. 어디에 어떻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우선순위도 문제가 된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은 증거 기반 정책, 즉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파악하

서는 적재적소에 행정력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 WWC 계획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정부성과연구소, 존스홉

고 이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쌓기에도,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번 공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시에는 다양

킨스대 GovEx센터, 선라이트 재단 등과 함께 미국 도시의 정책 개선

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도시 문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선 투자사업이다. 미국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경험과 직관이 아닌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

도시 서비스의 개선, 지역의 의사 결정, 거주자 참여를 위한 데이터

측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각 도시에서는 정책을

및 증거 사용을 향상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미국 전역의 3만 명 이상

설계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

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블룸

이 대세가 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설계 과정에서 정책 방

버그 재단은 4,200만 달러를 투자했고, 2018년 5월 현재 39개 주의

향을 결정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추론(전망)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100개 도시가 WWC 계획의 지원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 재단의 설

집행하는 것이다.

립자 마이크 블룸버그는 “더 많은 도시들이 계획과 운영에 데이터를

간정보에서 미국의 지방정부가 어떻게 증거기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블룸버그 재단의 지방정부 지원사업인 What Works Cities를 통해 알
아보도록 하자.
Writer. 편집부 Photo. 블룸버그 재단 홈페이지(www.bloomberg.org)

사용할수록 미국은 도시가 직면한 많은 도전에 대해 더 많은 진전을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1·2기에 걸쳐 ‘정책 증거의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종 정책 및 예산 결정 시에 데이터 등을 활

What works Cities 인증

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증거기반 정책 구현을 위한 조직 구조를 갖

한편 블룸버그 재단은 WWC 계획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수한 사업

추었으며,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법(Evidence-Based Policy

사례를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7년 ‘What Works Cities 인

making Commission Act 2016)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 통계

증’을 발표하였다. 인증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증거정책 등 8개 분야

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행정부는 다양

에 대해 심사하여 플레티넘, 골드, 실버 3개 등급으로 인증을 수여한

한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결과

다. 2017년 인증에는 1개 도시가 골드 인증(로스앤젤레스)을 받았

를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가이자 통신사 블룸버그

고, 8개 도시가 실버 인증(보스턴, 캔자스시티, 루이스빌, 뉴올리언

L.P.의 대주주인 블룸버그는 지방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을 지원하기

즈,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DC)을 받았다. 가장

위해, 자신의 자선재단인 블룸버그 재단을 통해 지방정부의 증거 기

우수한 등급인 플레티넘 등급을 받은 도시는 없었다. 각 도시의 증거

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기반 정책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완벽히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데이터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아이디어 등은

What works Cities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증을 받

블룸버그 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이 지방정부를 지원

은 9개 도시 중 6개 도시에서 실시한 증거기반 정책의 운영 사례에 대

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What Works Cities(이하 WWC계획)’이

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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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SILVER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016 이후 CleanStat를 운영하고 있다. CleanStat는 거리별로 청결

샌디에이고는 2014년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시작했다. 첫 시작은

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분기별로 블록단위를 실제 담당자들이 방문하여 청결도를 평가하

오픈 데이터 포탈이었다. 샌디에이고는 직원들이 월별로 10시간에서 20시간을 투자하는 프

고 이를 데이터로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러한 등급을 통해 청결하지 못한 지역에 좀더

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러한 투자덕분에 직원들은 최신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청결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통해 현황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Get It

한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로스앤젤레스에

Done(www.sandiego.gov/get-it-done)이다. 샌디에이고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안정화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주민들의 3분

주민들의 80%는 도시문제를 보고도 311 민원콜센터로 전화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간단한 앱

의 1이 이 조례에 대해 모르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해당 정보에 취약한

을 통하여 위치와 사진을 보내면 민원센터에서 이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과 동선을 파악해 캠페인을 벌이고 광고를 집행하였다.

또,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보내 줌으로써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Kansas City

SILVER

Seattle

SILVER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는 인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시애틀은 첨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급증하고 도시가 발전하였지만 그에 못지않

도심의 낡은 건축물들과 도시 인프라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건물 철거나 도로의 수리와 같은

게 노숙자들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노숙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2005년 2,900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만 달러에서 2016년 5,000만 달러로 계속 증가했다. 이에 시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필요했다. 이에 캔자스시티에서는 KCStat 성과관리 프로그램과 월간 회의를 통해 도시의 전

통해 긴급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숙자에게 제공되는 침대나

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사업관련 데이터를 웹

식사 등 제공된 서비스의 양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경험했는

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분기별 시

지, 이들을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킬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은 노숙

민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캔자스시

자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플

티에서는 Open Data KC(data.kcmo.org)를 통해 정책의 운영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해

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숙자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임대주택의 비율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을 늘리는 등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New Orleans

SILVER

SILVER

Washington, D.C.

뉴올리언즈는 BlightStat라는 성과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

워싱턴 DC에서는 자체 데이터팀을 설립하면서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독

리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택들로 인해 뉴올리언스는 황폐화 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311민원 시스템이다. 워싱턴 DC의 311 민원

는 다수의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뉴올리언즈는 BlightStat를

시스템의 전화를 검토했을 때, 민원 사례에 대한 표준이 없었으며 응답시간에 대한 기준도 없

이용하여 주택의 기초나 조건, 현재 상황, 지역 부동산 시장 예측 등을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었다. 또, 특정 사례에서는 통화가 4분 이상 걸렸다. 이에 추가적인 인력 채용과 교육을 수행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고, 텍스트 전송 프로그램 등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통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재 발생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화재 경보에 취약한 가정을 골

85%에서 응답시간 90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기록했다. 한편 워싱턴 DC 경찰국에서는 공공

라내어 화재경보기 설치를 장려하는 사업을 벌였으며, 높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했다. 체계적인 명령 체계는 물론 유사범죄와 현장 분석

을 개발하여 2016년까지 살인 사건 건수를 18% 감소하게 하였다.

에 기반한 실시간 분석을 통해 범죄가 11%가량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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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심리학

경쟁의 공간 :
심리적
거리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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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좁은 엘리베이터는 낮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공간이다. 이와는 반대로 환
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치유에 도움이 되는 병실이나 창의성을 높여주고 행복을 키워주는 공
간,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생활공간도 있다. 머물고 있는 공간이 단순한 건축공간이 아닌 다양한 의
미를 담고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Writer. 범상규(공간심리학자,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만이 아닌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생존 경쟁을 위한
장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PERSONAL
PLACE*

공간은 생존 경쟁의 장

않을 거야!’라는 ‘독립된 자아’의 표출이기도 하다. 반대로 1층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한 평 남짓의 엘리베이터 공간을 떠올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내는 제

려 보라! 그 공간에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는 거울 속 옷매무새를 살

스처일 것이다. 엘리베이터 공간은 이미 일상적이지만 그만큼 심

피는 여유를 보이다가도 낮선 누군가의 등장은 사무적이고 방어적

리적 스트레스는 더 다양화 된다.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닌

이 된다. 일곱 살 유치원 꼬마에게는 악의가 없다는 의미로 애써 웃

‘경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음을 띠우기도 하지만 처음 본 이웃에게는 ‘내 존재는 잊어줘!’라며
빨간 숫자판이나 광고에 눈을 고정시킨다. 스마트폰이 없던 10여

공간은 엘리베이터처럼 무심코 했던 우리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심

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은 다양한 광고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

리적인 이면들을 담고 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

다. 서로가 어색한 지하철 공간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는 불편함을

소인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다행히도 점심시간을 피

없애기 위해 애써 광고물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낮선 이

한 탓에 레스토랑 안은 자리가 여유롭다. 친구보다 먼저 도착한 당

에 대한 시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공간도 제각각이

신이라면 어디에 앉을 것인가? 대로변이 잘 보이도록 커다란 통유

다. 주도권을 잡고 싶을 요량인 사람은 엘리베이터 가운데에 딱 버

리로 된 창가 자리는 어떤가, 한 가운데 놓여있어 친구를 쉽게 발견

티고 자리 잡는다. 또 중간에 타면서 1층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보

할 수 있는 편안한 소파는 어떨까, 아니면 벽을 등진 구석 자리라면

는 행동은 무의식적이지만 ‘나는 당신의 의도대로 순순히 따르지

좀 더 아늑해 보이지 않을까. 아마도 가운데보다는 구석 자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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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 이유를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살
펴보면, 원시시대 동굴 속에서 생활해 오던 습성이 본능적으로 구
석진 자리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벽을 등지고 앞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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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원에서 심리적 거리감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물리적 혹은 심리적 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개인이나 조직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

특히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공간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차원
에서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나타난다. 심리적 거리감은 회사나
조직 내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준다. 즉

관련된 진화적 기재인 경쟁에 관해 2000년 발표된 연구논문을 살

권위적인 조직일수록 구성원과 상사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

펴보면, 사람은 성별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 미국 UCLA대

감이 멀어지게 느낀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켈의 법칙’이다.

학교의 셸리 테일러 교수 등은 남자들은 ‘전투 아니면 도피’ 성향인

이에 따르면, 동료 간 거리가 1이라면 부하직원과 바로 윗 상사

반면, 여자들은 ‘배려와 친교’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수컷붉은털

와의 거리는 2가 되고, 이때의 심리적 거리감은 2가 아닌 4가

원숭이 두 마리가 한 우리에 갇혀 있다면 아마도 싸울 확률이 높지

세는 사람들이 관람하기 좋게 일방적으로 동물사육장을 설계하던

된다. 이는 직급이 한 단계씩 멀어질수록 심리적 거리감은 제

만, 암컷들인 경우 서로 털을 골라주는 행동을 하며 긴장을 풀려고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동물들을 위한 관점에서 설계되고 있다. 하

곱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무실에서 동료는 가급적 가

할 것이다. 막무가내로 싸움을 거는 개체들이라면 생존의 확률이

지만 애초에 동물들이 살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것이 최선

까이, 부장님은 가급적 멀리 있기를 원하는 이치다. 문제는 눈

낮고 자손 번식에 실패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이라

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도 아프리카 초

치 없는 부장님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한답시고 자꾸 가까이 다

하더라도 여자들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원의 생태환경을 비슷하게 꾸민 생태형 사파리는 좋은 대안일 수

가온다는 점이다. 이럴 땐 소통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외면이

위험을 감지하려하는 반면, 남자들은 대놓고 기선 제압을 위해 말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 있는 아사히야

가야 한다니 말이다.

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심리적 거리감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보다는 행동을 앞세운다. 즉 여자는 말투에서 상대의 심리를 읽고,

마동물원을 들 수 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탓으로 한 때 폐원 위기

기린처럼 현대의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도 다르지 않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만 있는 건 아니며 SNS처럼 가상공간

남자는 행동에서 그것을 읽는 데 능숙하게 진화되었다.

에 몰렸던 이 동물원은 동물의 행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

다. 기린이 사자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느끼던 그 공간처럼 인간들

에서도 나타난다. 회사에서는 상사, 시집에서는 시누이가 SNS

행동전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며 재방

도 위험을 느끼는 공간개념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인류학자인

에 연결되어 있다면 홀이 언급한 개인적 공간을 빼앗긴 느낌과

개인적 공간은 스트레스 유발과 직결

문율이 가장 높은 동물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우리들에겐 펭귄

에드워드 홀이 50년 전에 제시한 개념이 있다. 홀에 따르면, 인간

같을 것이다. 또한 구성원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서도 심리적 거

경쟁의 공간에 대한 체감도는 동물세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하늘을 나는 동물원으로 유명한 바로 그곳이다.

은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호랑이

리감은 달라진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에 대

요즘 동물원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동물

물론 불행히도 대다수의 기존 동물원들은 그렇지 않다. 공간에 대

가 자신의 채취를 남겨두는 영토 개념과 같다. 구체적으로 개인 공

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 남성은 일본, 여성은 새터민에게 가

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추

한 왜곡된 설계는 동물들에게 공간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

간을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밀한 거리는

장 큰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남성은 조선족, 여성

게 만든다. 만약 당신이 초식동물인 기린이나 낙

18인치(약 46cm) 이내, 사적인 거리는 4피트(약 1.2m) 이내, 사

은 조선족과 미국인에게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낮아 높은 친밀

타라고 상상해 보라. 당신이 드넓은 초원이 아닌

무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는 30피트(약 3.6m) 이

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

인위적인 사파리 안에서 살고 있고 가정한다면,

내, 그리고 이보다 멀어질 때는 공적 거리이다. 모르는 상대가 사적

라는 ‘가상공간’은 개개인의 생존을 넘어 조직차원의 효율성에

나름 괜찮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드

인 거리인 4피트 안으로 접근하면 긴장하며 스트레스를 받지만, 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길한 직감을 떨쳐버리기

인이나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4피트 이상 멀어지면 오히려 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만이 아닌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울 것이다. 불과 몇 십 미터 건너편에 사자

계가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길거리의 매장

생존경쟁을 위한 장이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생

와 호랑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들도 상권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존재할 때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존에 필요한 물리적 혹은 심리적 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개인

기린이나 낙타는 자신들의 천적인 사자나 호랑

같은 이치다. 또 북반구의 사람들은 남반구에 비해 서로간의 거리

이나 조직은 안정감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현대사회는 SNS

이의 체취를 느끼면서도 도망갈 수 없다. 이런 스

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동아시아나 유럽 등 북반구에서는 상

등 가상공간에서의 경쟁이 물리적 공간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트레스는 본능이지만 순전히 관람객 편의를 위한

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무례가 아니지만, 더운 남반구

추세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장으로써 ‘공

공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참 잔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팔짱끼고

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때 비로소 개인은 물론 조직과 사

인하지 않는가? 위험을 직감하면서도 언제 어떻

다니길 좋아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는 서양인들의 시선도 공간

회적 성과가 보장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일 매일을 살아

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의 결과물이라 할 만하다.

월드와이드 리포트

자율주행의 핵심기술,
V2X 통신 기술이 여는 미래
Writer. 임태호(호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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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과 V2X
테슬라는 2016년 9월 ‘오토파일러 8.0’을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200여 가지 기능이 강화되었
고,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과 클라우드의 데이터 연동을 통하여 더욱 정밀한 자율주행을 지원한
다고 설명했다. 구글도 2018년 5월에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텐서플로우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개발한 다양한 기술을 토대로 25,000대에 이르는 가상 차량이 시뮬레이터에서

운행되고 있고, 폭우나 폭설과 같은 악천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
결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구글은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 시기를 5G가 상용화되는

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V2X

2020년으로 못 박은 바 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자율주행에는 통신 기술의 역할이 크다는 것
이다. 센서와 카메라가 아무리 발달해도 네트워크 인프라와 연결되지 않은 자율주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원
거리의 도로정보 및 교통신호 정보 등을 통신으로 사전에 받거나 급하게 사고 차량을 피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전달 받는다면 더욱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통해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빛의 반사나 역광으로 카메라의 식별 장애나 센서의 오류가 생겨도 자동차 간의 통신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호등과 빌딩, 주차장, 보행자의 스마트폰과 차량이 네트워크로 연결되
면 좀 더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본고에서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통신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V2X communication)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특히, V2X 통신 기술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WAVE 기술과 LTE V2X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곧 다가올 5G V2X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통신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
는 차를 말한다. 즉,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판
단과 제어를 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은 자율화된 수준에 따라 <표 1>과 같
이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gency)의 차량 자율화 수준 구분에 따르면 현재 자율 주
행 자동차 수준은 2~3단계로,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수준’인 4단계에 미치지 못한다. 4
단계에 도달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V2X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서비
스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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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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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 통신 표준 기술 비교

분류

기술 단계

0 단계

No-automation

1 단계

Function-specific automation

2 단계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최소 2개 이상의 자율화된 주요 제어 기능 탑재

3 단계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모든 주행 환경하에서 차량 내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자율화되고,
운전자는 해당 기능의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가짐.
자율기능을 사용 중에도 운전자는 직접 제어에 관여할 수 있고,
자율기능에서 운전자 모드로의 전환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로움

4 단계

Full Self-Driving Automation

V2X를 위한 통신 표준 기술로는 DSRC 방식의 WAVE와 cellular V2X 방식의 LTE

주요 기술 내용
중요한 차량 제어를 모두 운전자가 담당

V2X 가 있다. WAVE 는 근거리 통신 표준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IEEE 802 . 11p

전자식 안정 제어 등의 특정 제어 기능 탑재

WiFi 기술을 자동차에 맞도록 개선하여 2012년에 완료한 표준이다. LTE V2X의 경
우에는 기지국을 통해 각 차량 및 인프라의 요청을 받고 판단해서 주파수 할당의 우선순
위와 순서 등을 정해줄 수 있다. 긴급한 요청이 오면 기존 통신 중인 주파수를 일부 확보
해서 재할당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자율주행 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LTE에
서 분화된 표준이기 때문에 유럽 중심의 3GPP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주행 환경에서 차량이 직접 도로 조건을 감시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행 기능을 제어함. 운전자는 목적지
등 주행에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주행 중 제어와 관련된 일체의 역할이 없음
출처: NHTSA(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WAVE를 더 선호할 수 있지만, 기지국 관련 WAVE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측
면에서 5G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LTE V2X가 자율주행차 통신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WAVE와 LTE V2X가 경합을 벌이겠지만 결국 5G에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5G 통신 기술 중 자율주행차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 저지연 특성이

차세대 ITS 시스템이 V2X 통신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

다. 전송 지연은 유선 구간에도 있고, 서버의 연산 시간 또한 필요하다. 20~30m 이동 이

앞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아무리 첨단 센서 기능을 장착한다고 해도 완

내에 중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판단하여 대응하는 모든 과정이 1초 이내에 이루어

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 정보가 있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언덕을 넘을

져야 한다. 1ms 이하의 전송지연 특성을 가진 5G가 향후에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때나 안개가 짙은 다리를 건널 때 센서와 카메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차세대 지능형교통

유이다.

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ITS)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은 차량주행 중 도로-자

미래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새로운 가치 제공의 측면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

동차-운전자 및 보행자 간 연결을 통해 차량이 주행하면서 유기적으로 상호 통신하며 교통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자율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내 여가 활동에 대한 수

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차량과 차량 사이의 통신은 물
론 차량과 사물 간의 통신을 하는 기술을 총칭하여 V2X라 한다. V2X 통신 기술이란, 차량
이 유·무선망을 통해 다른 차량 및 도로 등 인프라가 구축된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 또는
그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V2V(Vehicle to Vehicle),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V2N(Vehicle to Nomadic Device), V2P(Vehicle to Pedestrian) 등을 총칭한다.
그림 2. V2X 적용 개념도

차량과 차량
사이의
통신은 물론
차량과 사물 간의
통신을 하는
기술을 총칭하여
V2X라 한다.

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영상 등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문제는 대용량의 동영상 시청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기존 LTE의 최대 전송속도인

1Gbps로는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수많은 차들이
모여 있는 도로 위의 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높은 전송속도와 실시간성이 요구될 것이다. 미
래의 V2X 통신이 5G를 기반으로 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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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이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중 개최된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을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정은주 주무관은 도근
점 가감에 대한 연혁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해 도근점 가감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 그녀를 만났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
평소 느낀 불편함을 연구성과로
정은주 무안군청 주무관이 지난 9월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
정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1회 지적세미나에서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으로 대상을 받았다. ‘도
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은 지난 4
월 전남도 지적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6월 열린 전국 지적
연수대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이들 우수과제의 최종 순
위를 겨루고, 지적제도분야 선진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제41회 지
적세미나에서 대상을 수상, 지적행정 선도 지자체로서 무안군의 위
상을 높였다.
목포대학교 지적학과를 졸업하고, 2016년 10월부터 무안군청 종
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인 정은주 주무관은 “군민 재산권과 밀접히 관
련돼 있는 지적 업무를 담당하며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
분을 연구했다”며 “공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같이 근무
하는 선배님들의 자상한 지도가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도근점 가감성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정은주 주무관은 지적도근점 가감성과에 의해 지적측량성과를 결
정할 때, 이중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도근점 가감을 이용해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한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해 가감지역을 관리한다. 그러나 인쇄
해 편철하거나 엑셀 파일에 옮겨 관리하는 등 지적소관청마다 관리방
법이 다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지원시스템(MOS)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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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단위로 도근점 가감지역이 표시되고 도근점 이동량, 조사일자

정은주 주무관이 제안하는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방안

등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도근점 위주로 가감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필지별로 전자결과도를 표출

1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도곽 내 지역마다 각기 다른 가감성과를 이
용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이 없는 사례도 나타나고, 같은 필지에 대
해 측량성과 결정을 할 때 처음에는 기준점(도근점)성과를 결정했다
가 다음번에는 도근점 가감성과를 이용하여 성과를 결정해 이중성과
가 나온 사례나 도근점 가감성과 좌표값을 다시 가감하여 성과를 결
정한 경우도 발생한다.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지적 담당자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도근점 가감성과 입력 저장 메뉴 추가(도
근점 이동량, 가감 좌표, 관련 지번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선방안 제안

창을 활성화시켜 원하는 필지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 주무관은 이러한 성과 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근점 가

아이디어다. 정 주무관은 “잘못된 성과 결정 방식으로 측량성과가 넘

감에 대한 연혁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입력해 도근점 가감내역

어 왔을 경우, 기준점 검색기능에서 기준점성과 해당 번지 검색 → 도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근점 가감성과 해당 번지 검색 → 도근점 가감성과 관련 번지 검색 등

란 지적, 건축물, 토지, 가격,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부동산

총 3단계의 검색 과정을 거치며 손쉽게 오류 필지를 발견할 수 있다”

종합 증명서 1종으로 일원화해 행정혁신을 추구하고 국민 편의를 돕

고 설명했다.

는 시스템이다.

정 주무관은 도근점 가감 횟수에 따라 도근점 표시를 다른 색깔로 표

정 주무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준점관리 탭에 가감내역 메뉴

현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가감성과를 1회 이용한 도근점은

를 새로 만들어 지적도근점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의 기재내용(도근

노란색으로, 2회 이용한 도근점은 파랑색으로, 3회 이상 이용한 도근

점 이동량, 가감 좌표, 관련 지번 등)을 입력·저장해 가감내역을 관리

점은 빨강색으로 다르게 표시한다. 가감성과를 많이 이용한 도근점

하고, 일필지 검색란 옆에 기준점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

이 어디인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근점은 더욱 유의 깊

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한다면 도근

게 성과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사는 성과 결정을 하는

점 가감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되어 도근점 가감성과 결정 시 생길 수

데 도근점 가감을 자주 이용한 도근점이 있다면 이 도근점을 이용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성과 결정을 할지, 다른 성과 결정방법을 사용할지 판단할 수도 있다.

기준점 검색기능은 기준점 번호를 입력하고, 성과 결정 방식(기준점

정 주무관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도근점 가감 연혁을 입력할 수 있는

성과, 도근점 가감성과)과 관련 지번 또는 해당 지번을 선택하여 검색

메뉴와 입력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경우, 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도근점 가감 이중성과 발생을 막고, 정확한 측량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기준점 검색기능 추가

3

기준점 검색기능을 성과검사 업무에 활용한 예시

4

성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해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주무관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이야기
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군민에
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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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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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보유한 드론 특허의 대부분은
온라인 판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창고 관리, 운항, 충전, 배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은 차세대 운송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더딘 드론 사업의 진척에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기업들이 예고했던 서비스 개시일이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론 관련 특허를 살펴본다면 1~20년 후
를 내다보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를 읽을 수 있다. 이에 드론의 숨은 강자 아마존의 드론 특허 이야기를 살펴보고, 드론이 점령할 미래의 유통 환경
을 그려보자.
Writer. 편집부

특히 물류센터와 배송지를 잇는 소규모 물품 배송에 드론이 적극
적으로 활용되어, 차세대 물류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

특허로 보는
아마존의 드론1)

이다. 이러한 아마존의 예측은 그들이 최근 몇 년 간 드론 관련 특
비용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감소할

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데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물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관련 특허는 DJI나 패럿 등 드론 전문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개수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특허의 질 면에서 본다면

아마존의 선견지명

아마존도 밀리지 않는다. 아마존은 드론 관련 특허를 40여 개 보유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를 활용한 드론을 발표한 직후 드론이 혁신적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아마존이 가진 유통망의 효용성을 높이

인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듯하다.

기 위한 물류창고 관리, 운항, 충전, 배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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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연구 투자

에만 당기 순이익의 7배가 넘는 226억 달러(약 24조 원)을 연구 개

아마존의 주요 특허

20여 년 전까지 ‘아마존’이라고 하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지역

발에 투자하고 있다.

온라인 기업인 아마존의 드론 관련 특허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유통

이나 브라질의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을 떠올리곤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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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류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특허들이다. 미래에 드론 배송이

러나 요즘 사람들에게 ‘아마존’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국의 아마존

아마존의 드론 택배

본격화될 경우 아마존의 특허는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닷컴(Amazon.com)을 떠올린다. 아마존은 1994년 자본금 1만

아마존의 혁신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물류와

이다. 그들의 주요 특허를 살펴보자.

달러의 작은 전자상거래 업체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를 대표

유통 분야다. 특히 ‘프라임 에어’라는 드론을 통한 배송은 상용화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성장했다. 미국의 온라인 소비 지출의

를 앞두고 있어 기존 물류·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

물류 저장 관련 주요 특허

있도록 되어 있다. 타워 안에서는 물품 이동 로봇, 드론 운반 로봇

4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꿈의 기업이라고 일컫는 시가

다. 2016년 아마존은 영국에서 드론으로 고객에게 TV 셋톱박스

➊ 무인항공기를 위한 다층 물류센터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드론의 배송을 보조한다.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런 아마존을 키워온 힘은 연

와 팝콘 한 봉지를 배송한 것을 비롯해, 2017년 3월에도 미국 캘리

(Multi-Level Fulfillment Center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구와 개발, 그리고 그를 통한 혁신이다. 아마존은 1994년 창업한

포니아에서 배송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배송용 드론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중심에 드론의 이착륙이 가능한 9층 높이의

이래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은 시속 24km로 비행하며 장애물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도 있다.

다층 물류센터를 제작한다는 특허이다. 기존 물류센터가 단층구조

(Airborne fulfillment center utilizing unmanned aerial vehicles

또 2.5kg의 제품을 편도 25km 이내에 있는 장소로 30분 안에 배

로 이루어져 있고, 도심과 떨어져 있었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for item delivery)

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아마존 매출 중 2.26kg 이하 물품이 86%

또한 층마다 뚫린 여러 개의 구멍으로 드론이 드나들 수 있으며, 수

주문 급증이 예상되는 물품을 가득 실은 비행선을 특정 지역에 띄

를 차지한다. 드론 배송료는 1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초기 투입

십 대의 드론이 동시에 착륙하여 신속하게 물품을 싣고 이륙할 수

워놓고, 주문이 접수되면 드론을 통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배송

 내용은 ‘김유중, “특허로 보는 아마존 드론 물류 혁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1) 본
5.’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➋ 공중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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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및 유지보수 관련 특허

전원 공급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드론에 문제가 생길 경우나 충전

➊ 복합 운송기관 유지보수 특허

이 필요할 경우 바로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운송 수단을

(Ground-Based Mobile Maintenance Facilities for

활용하여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을 유지·보수할 수 있다.

Unmanned Aerial Vehicles)
철도·트럭·배 등의 운송수단을 융합해 드론의 이착륙, 물품 관리,
드론 재충전 및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모바일 드론 스테이션
관련 특허이다. 모바일 드론 스테이션은 유지·보수 컨테이너와 배
송 컨테이너로 구성되는데, 유지·보수 컨테이너에는 드론 부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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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수직구조물을 이용한 다목적 도킹 스테이션

하는 시스템이다.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장소 제한이 없고, 날씨

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드론을 자동으로 파괴하는 기술이다. 드론

와 장소, 물건에 따른 예상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물품

의 비행경로와 비행 조건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비

(Multi-use unmanned aerial vehicle docking station)

은 비행 셔틀을 이용해서 지상에서 비행 물류창고로 이동이 가능하

상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 자동파괴 시퀀스에 의해 드론을 구성하는

전봇대, 가로등과 같은 수직구조물에 드론 도킹 스테이션을 설치

다. 한편 축제나 대규모 스포츠 경기 등 행사에서 광고 디스플레이

각 부품들이 비교적 안전한 곳에 떨어지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드

하여 기상악화 시 대피처, 드론의 재충전 및 주유소, 물품의 수집

나 에어쇼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론이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어 낙하하기 때문에 조각들이 사람과 부

처, 내비게이션 시스템 재설정지, 추가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 장소

딪히더라도 치명상을 줄일 수 있다.

등으로 활용하는 특허이다. 이 드론 도킹스테이션을 활용하여 배

론에게 말을 걸 수도 있으며, 드론을 통해 서비스센터 직원과 대화

송해야 할 물품을 다른 드론에게 전달할 수도 있으며, 광고판이나

할 수도 있다.

➋ 집단 무인 공중 비행
(Collective unmanned aerial vehicle configurations)

고객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물품 저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많
은 인프라 투자 없이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➋ 사람의 몸짓이나 소리에 반응하는 기술

(Human interaction with unmanned aerial vehicles)

독립된 형태의 개별 드론을 여러 대 묶어서 비행하면 드론이 배송
할 수 있는 물품의 무게, 수량, 크기를 늘릴 수 있으며, 더 멀리 배송

드론에 광센서, 깊이 센서, 가시광선 센서, 청각 센서, 적외선 카메

비행 및 안전 관련 특허

할 수도 있다. 여러 대의 드론이 연결되어 동시에 비행하기 때문에

라 등의 인식장치와 스피커나 레이저 프로젝트와 같은 출력 장치를

➊ 비상시 드론 자동 파괴 기술

관제 시설이나 항공기에서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배터리, 내비

장착하고 사람의 표현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기술이다. 고객의 손

게이션 등 여러가지 능력을 공유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동작, 몸짓, 목소리 등을 인식하고 반응하여 궤도나 속도 조절도 가

vehicles)

결합도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뭉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가 종

능하며,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외모를 인지하거나 수신자

드론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폭발, 프로펠러 고장 등 비

료된 후에는 각각의 드론이 독립적으로 비행할 수도 있다.

(Directed fragmentation for unmanned airborne

물품 전달 관련 특허
➊ 드론용 상호 언어작용 기술

(Speech interaction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드론이 사람과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이
다. 드론이 지정된 배송지점에 도착해 물품 도착 사실을 음성 메시
지로 알려줄 수 있으며, 고객의 신분도 확인이 가능하다. 고객이 드

의 스마트폰 확인 코드를 통해 신원확인도 가능하다.

공간정보 웹&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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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7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을

빈집이 늘어난다

어떻게 빈집을 파악하고 관리할까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빈집

빈집은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 201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

현재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집이 어디에

면 2017년 11월 기준 전국의 빈집은 126만 호이다. 2년 전 발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빈집을 조사하는 가장 이상적인

표에서 106만 호였으니 그 사이에 20만 호 가까이 빈집이 늘

방법은 모든 주택을 일일이 현장방문하고, 소유자 면담을 통해

어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를 중

사용여부를 판단하며,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관리하는 것

심으로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시각각

이다. 그렇지만 모든 가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

으로 늘어나는 빈집.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

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빈집일 확률이 높은 가구를 특

요한 상황이다.

정하여 현지 조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LX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gongga.lx.or.kr, 이하 ‘공가랑’)’을 활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빈집
을 찾아낼 수 있다.
Writer. 편집부

빈집만 쏙쏙 골라내는
LX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

공가랑의

공가랑은 미사용(미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알려준다. 공가랑이 빈

빈집 추정 방법

집을 추정하는 방법은 ‘수도’와 ‘전기’다. 사람이 집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의 경우에는 아예 쓰지 않을 수 없다. 전기 사용량이 없는 주택은 사
람이 살지 않는 주택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전기기기가 꽂혀
있는 경우가 있다. 콘센트에 꽂혀 있는 전기기기들이 대기전력을 소모하는 경우 전기 사용량
이 아주 적거나 매달 동일한 사용량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들만 모아서 현지 실사를 한
다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상수도 사용량도 마찬가지다. 매월 수도사
용량이 0으로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매월 사용량이 동일한 숫자로 12개월 이상 지속된다
면 빈집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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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추정
시스템을 활용

59

이와 같이 공가랑으로 빈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량, 상수도 사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고시 제 2018-395호)에 의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용량, 납세 정보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한 후 공가랑에 등록하면 빈

의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이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

집 추정 정보가 기본도(도로명 지도, 국토정보기본도 등)에 아이콘·색상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여기에 신

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축건물 등 제외주택을 배제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공가랑으로 추정된 빈집 데이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공사와

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자료가 된다.

의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공가랑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태조
사 의뢰를 통해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것까지 실시할 수 있다.

빈집 추정 정보

빈집 실태조사 필요지역

또한 공가랑은 빈집 실태조사 시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공가랑에는 실태조사 대상 확정, 조사자 배
정, 현장조사로 확정된 빈집의 등급 조사평가, 최종 빈집 정보 생성 등 일련의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시도지사)

빈집 실태조사

관련자료 확보 및 취합

실태조사 계획 수립/고시

전기사용량, 상수도 단수정보, 납세정보 등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대행기관 등
고시(시행령 제8조)

한국국토정보공사(정보시스템 전문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실태조사 전문기관)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협약

조사의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 7조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조사 담당자는 공가랑을 활용하여 빈집 사전조사표는 물론
2.1 우려대상 선별

현장조사표, 등급산정조사표, 실태조사결과표 등 조사결과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가

3.1 조사결과 확인

랑에는 조사된 빈집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통계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빈집의 등급별
통계, 주택유형별 통계를 시각자료로 표출할 수 있다.

2.1 현장조사용 조사표 산출

우려대상 추출 및 실태조사 지원

① 사전조사
전기사용량, 상수도 단수정보 등
기초자료 확인

② 현장조사

3.1 조사결과 입력
현장(육안)조사를 통한 빈집 여부 확인
2.3 소유자 등 정보제공
3.2 인터뷰 결과 입력 및 등급산정 대상 DB 구축

소유자 확인 및 인터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출입 공고·동의(법 제6조)

2.4 등급산정 조사표 산출

빈집 진단 및 현황정보(DB) 관리

3.3 조사결과 입력 및 최종 빈집 DB 구축

③ 등급산정 조사
등급 산정

3.4 등급 진단 및 확정

최종 조사 결과서 산출

조사 대상지 위치정보

빈집정보활용서비스
조사 결과서 출력 지원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공간분석 지원

빈집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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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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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그린에어

LTE 통신 활용한
드론 제어 시스템 개발로 안전성을 높이다

●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B동 104호

● 전화번호

070-4248-0446

● 홈페이지

www.hogreen.com

드론 전문 기업 ㈜호그린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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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인텔의 드론쇼에서 본 바와 같이 드론 시장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엄청
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거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 기술력을 무기로 출사표
를 던진 기업이 있다. 2017년 독일에서 9,300km나 떨어진 한국의 드론 편대를 조종하는 기술
을 선보인 ㈜호그린에어다.
Writer. 임영현 Photographer. 박창수(아프리카스튜디오)

항공 소프트웨어 시장 공략 목표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발표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연 29%씩 성장(2026년 820억 달러 규모)할 전망이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
획’에서는 드론이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자체 시장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에 입주한 ㈜호그린에어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드론에
주목한 드론 전문 기업이다. 2011년부터 드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홍성호 대표는 전남대학
교 기술경영 석사과정에 진학해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원 시절 ‘무인 농약 살
포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특허 출원 후 2016년 9월 호그린
드론을 설립했다. 2016년 12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해 8월 회사명을 ㈜호
그린에어로 바꾸었다. 변경한 사명에는 항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반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가
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호그린에어는 영국에도 지사를 설립해 드론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으며 ‘무인비행체의 조
종 시스템’, ‘무인항공기 블랙박스 시스템’, ‘모듈형 드론’, ‘무인비행체의 통신 시스템’ 등의
특허도 출원했다. ㈜호그린에어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지만 기술력과 비전이 남달라 보인
다. 홍성호 대표는 직원들에 대해 “회사 일이라면 내 일, 네 일 상관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자랑했다.

LTE 활용한 드론 제어 시스템 개발에 중점
㈜호그린에어는 현재 LTE 통신을 활용한 드론 제어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창기

드론은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자체 시장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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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경험한 드론 편대 비행도 우리 기술로
실현할 수 있다.

다른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 원해
지난해 호그린에어는 온라인 3D 매핑과 실시간 장애물 탐지가 가능한 드론도 개발했다. 이 드
론은 라이다와 카메라가 연결된 온보드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3D 매핑 작업을 처리하고, 비
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탐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숙련된 조종 기술이 없는 일반
인도 복잡한 후처리 매핑 작업 없이 짧은 시간에 온라인에서 3D 매핑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홍성호 대표는 “드론에 여러 장비들을 IoT로 연결시킨다면 무한한 확장성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드론에 비파괴검사 장비를 달아 건물을 스캔하면 내부 결함을 체크하고, 붕괴가
능성을 미리 측정해 볼 수 있다. 드론에 휘도 높은 LED 조명을 부착하면 실종자 야간 수색에
효과적이며, 드론에 소화탄을 매달아 발화점에 투척하면 소방차가 이동하는 시간에 앞서 화재
초기 진압도 가능하다. ㈜호그린에어는 앞으로 산업용 드론에 여러 장비들을 소형화하여 부
에는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생각했었다. 그런데 1m 넘는 값비싼 드론을 실험하다

착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 상공에서 제어가 불가능한 ‘노 콘트롤(No Control) 현상’이 발생하여 추락하는 상황을 겪었

이와 함께 홍성호 대표는 다른 기업과의 협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다른 분야 기

다. 이 때문에 드론 제어에 안정적인 LTE를 주목하게 됐다. 홍성호 대표는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

업은 물론, 같은 드론 기업이라도 보유 기술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업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가 발생한 후 사업 자체를 접으려 했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의 발판으로 삼았다. 연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타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

구에 몰두한 결과, 지난해에는 독일에서 LTE를 이용해 9,300km나 떨어진 광주과학기술원에 있

가겠다”고 밝혔다.

㈜호그린에어는
앞으로 산업용 드론에
여러 장비들을 소형화하여
부착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는 드론 편대를 원격 조종하는 시연을 성공시켰다. 독일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한국
에 있는 드론 여러 대의 비행을 제어해냈다.

R&D 노하우 접목시킨 화순드론교육원 운영
LTE Box와 편대 비행 가능한 자체 기술력 보유
㈜호그린에어가 개발한 LTE BOX는 LTE 통신제어시스템이 탑재된 모듈이다. RF 통신망을 사
용하는 기존 드론에 연결하여 LTE로 드론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앱과 연동해 다양한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다. RF 통신망은 주파수 간섭을 받을 수 있고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공격
에 노출될 수 있는데, LTE BOX는 LTE와 RF 통신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 독일에서 한국 광주에 있는 드론을 제어한 사례처럼 LTE 통신망이 갖춰
진 곳이라면 거리 제한 없이 제어가 가능하다. 또 드론에서 취득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전송할 수 있다. LTE 박스는 2018년 7월, 국가공인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정

올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국가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주)호그린에어는 전남 화순군에서 드론교육원도 운영

LTE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드론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의 비행이 가능한
GS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 ㈜호그린에어가
유일하다.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 교관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순드론교육
원은 국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화순드론교육원은 드론 전문 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단순히 드론 조작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 ㈜호그린에어가 개발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종, 정비,
방제, 측량, 원거리 제어 등 ㈜호그린에어가 보유한 노하우를 배워 현장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호그린에어는 지난 5월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와 드론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호
그린에어는 미드웨스트대학교가 신설하는 드론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습훈련을 위탁받아 원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2
교육내용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교육과정

평일반(이론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교육 20시간)

전남 화순에 위치한 드론교육원의

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로부터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을 받았다.

※ 실기교육은 교관 동행 1:1 집중지도

드론 교육 실습 장면

LTE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드론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의 비행(편대 비행)이 가능한 GS 인증을 받

※ 주말반은 추후 개설 예정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최대 12명 신청 가능

은 것은 국내에서 ㈜호그린에어가 유일하다. 또한 ㈜호그린에어는 한국기계전자전자시험연구원

교육문의

070-4248-0446, hogreen@hgreen.com

(KTC)로부터 다중드론 편대비행 자격을 취득하였고, 무인항공기 국제항공안전조사협회에도 가

홈페이지

hogreen.modoo.at

입하였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편대비행시스템에 따라 동시에 수십~수백 대의 드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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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드는 기업

모 두 를

위 한

공 간 정 보 ,

더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Writer. 편집부 Photographer. 고인순, 박창수

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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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트윈시티 구현을 위한 3D 공간구축’ 컨퍼런스, 위성을 주제로
한 ‘국토관측 위성 세미나’, 드론을 주제로 한 ‘UVA 활용 공간정보 산
업 활성화 포럼’ 자율주행을 주제로 한 ‘정밀도로지도 국제세미나’ 등
다양하게 펼쳐진 컨퍼런스와 세미나는 앞으로의 공간정보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와 더불어 공간정보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위한 행사들도 열렸
다. 한국국토정보대상을 비롯해 창업기업 솔루션 데이, 해외진출 사
례 공유,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펼쳐
졌다.

S M A R T

G E O S P A T I A L

E X 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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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마트국토엑스포

제 41회 지적세미나

- 공간정보와 국토산업기술을 한자리에서

- 지적업무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겨뤄

국토와 공간정보의 신기술을 모아보는 2018 스마트국토엑스포가 “모두

제 41회 지적세미나가 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인 9월 14일 코엑스

를 위한 공간정보, 더 나은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

314호에서 열렸다. 지적세미나는 지적제도 분야의 선진기술과 정책

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 D2홀 및 컨퍼런스룸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번에는 ‘지적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이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는 주제로 지적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지적 업무의 발전을 논하

행사는 기업성장·공공기관관·일자리창출관 이루어진 전시 행사와 컨퍼

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조만승 부사장은 개회사를 통

런스·세미나·워크숍 등 토론행사, 국토정보대상·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

해 지적과 공간정보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적세미나의 가치에 대해 설

의 공모전 발표회로 이루어졌다.

명했으며,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

대상으로 공모했던 사업 중에서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우수한 사례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반이며 미래 기술의 핵심인 공간정보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

들이 모여 경쟁을 펼쳤다. △지적측량 발전방향, △지적제도 개선,

인 공간정보와 국토산업 기술을 한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박람회였다.

어를 발현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지적 정보의 활용, △특별연구과제의 4개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하

이번 엑스포에는 드론부터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시티, 홀로그램을 활용

제 41회 지적세미나에서는 지적업무 담당공무원과 LX 임직원들을

였으며 각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한 혼합현실 등 최신 첨단기술이 모두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
사가 마련한 공간정보와 가상현실을 융합한 혼합현실 체험관과 국토지리

스마트국토엑스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와 국토산업 기술을
한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박람회다.

지적세미나 수상자

2

수상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에는 국내 82개 업체를 비롯해 탄자니아·스리랑

대상

전북 무안군청 정은주
도근점 가감관리 전산화를 통한 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LX 경기본부 전현석
건물공간정보 구축과 LX sBIM

최우수상

충북도청 홍수길
UAV를 활용한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실증 연구

LX 서울본부 동부지사 이상선, 박준호
지적정보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지구 추정방안 연구

우수상

경기 양평군청 우수빈
지적공부 공신력 및 관리효율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운영

LX 인천본부 김형근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산지계획 의사결정 모형

장려상

광주광역시청 김영철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적민원 해소 방안

LX 부산울산본부 정승훈
지적기반의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방 안

정보원의 인공위성 부스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카·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정부 대표단을 초정하여 우리 국토공간정보를
공유했고, 영국 지리원·프랑스 지리원 등 선진국 국토정보기관과 디자인
개발은행 컨설턴트 등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엑스포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다채로운 컨퍼런스와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도 있었다. 공간정보와 인공
지능을 주제로 한 ‘2018 IC GIS’ 컨퍼런스와 디지털 트윈을 주제로 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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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쓸모 있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 이번 공간정보 알쓸신잡에서는 O4O와 슈퍼컴퓨터에 대해 알아본다.

新 잡다한 지식
O2O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다. 온라인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Sierra, 성능 71.6 페타플롭스)’가 차지했다. 4위는 중국

오프라인의 결합(On-line to off-line)을 의미하는 O2O는 미

등 새로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들을 뒷받침

의 ‘텐허-2(Milkyway-2)’가 차지했으며 일본의 ‘ABCI’

국의 마케팅업체 트라이얼페이(Trialpay)의 설립자 알렉스 람펠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주

는 19.88페타플롭스로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누

(Alex Rampell)이 IT전문지 테크크런치에 쓴 기고문에서 유래

요 선진국들은 슈퍼컴퓨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리온(Nurion)’은 13.9페타플롭스로 11위를 차지했다. 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람펠은 2010년 그의 기고문에서 O2O의 핵

하게 깔려 있다.

슈퍼컴퓨터는 “당대의 컴퓨터들 중에서 가장 빠른 계산 성

리온은 국가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구축해 2018년 6월부

심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찾아서, 실제 세계의 상점에 인도하

이러한 오프라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모델은 세계 곳곳에

능을 보유한 컴퓨터”라고 정의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매

터 운영에 들어간 우리나라 국가 슈퍼컴퓨터 5호기이다.

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서 감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Amazon)의 무인점포 아

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한때는 슈퍼컴퓨터로 불리던 컴퓨

한편 슈퍼컴퓨터 500위 안에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가장 많

람펠의 예고처럼 O2O는 산업 전체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단

마존고(Amazon Go)와 아마존북스(Amazon books)다. 2016

터들이 컴퓨터 성능의 발전에 따라 미래에는 일반적인 고

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6대로 가

순히 오프라인 상점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하여 온라

년 아마존은 미국에 오프라인에 인공지능 무인점포 아마존고를

성능 컴퓨터 정도로 지칭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슈

장 많은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미국이 124

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은 다양한 산업을 양산했다. 소셜커머스를

개점해 큰 화제를 모았다. 아마존고에서는 고객의 위치, 선호, 제

퍼컴퓨터 사이트인 “TOP500 Supercomputer(http://

대, 일본이 36대, 영국이 22대, 독일이 21대, 프랑스가 18

비롯하여, 음식(배달), 숙박, 부동산, 교통(대리운전, 택시) 등 다

품의 판매량 등이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서

top500.org)”에서는 연 2회 성능을 기준으로 전세계 500

대, 네덜란드가 9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우

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펼쳐졌다. O2O는 새로운 유통의 물결

점인 아마존북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오픈한다는 계획도 발표했

대 슈퍼컴퓨터 목록을 발표하는데, 통상 이 목록에 등재된

리나라는 누리온을 비롯해, 기상청의 ‘누리(Nuri)’와 ‘미리

이라고 느끼게 했다.

다. 아마존북스는 고객 평점과 주문량, 판매량, 소셜네트워크에

컴퓨터들을 슈퍼컴퓨터로 보고 여기서 빠지는 경우 슈퍼컴

(Miri)’가 75위와 76위를 차지하는 등 총 7대의 슈퍼컴퓨터

그런데 최근 들어 O2O 업체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서 언급되는 비율을 토대로 책을 진열하며, 고객들의 서평을 책

퓨터로서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

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기업인 우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카카오 등 대표적

과 함께 진열한다.

2018년 6월 25일에도 어김없이 슈퍼컴퓨터 TOP500 순

안타까운 사실은 상위권 슈퍼컴퓨터의 대부분이 미국과

인 O2O기업들이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과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명 패션 쇼핑몰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위가 발표됐다. 1위는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아크리지국립

중국, 일본, EU 등 슈퍼컴퓨터 선진국들이 제조한 것이라

오프라인의 단순한 연결만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부동산 중개 업체가 오프라인에 지원

연구소(ORNL)에 설치된 ‘서밋(SUMMIT)’이었다. 서

는 점이다. 우리가 보유한 상위권 슈퍼컴퓨터 3대는 모두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최근 O2O에서 한

센터를 연다거나 숙박앱 운영업체가 오프라인 호텔을 개장하는

밋의 실측 성능은 122.3페타플롭스(petaflops)

미국의 크레이사(Cray Inc.)가 개발한 것이다. 현재 미국

발 더 나아간 O4O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등 온라인 사업자가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였다. 페타플롭스는 1초에 1,000조 번의 연

과 일본, 중국, EU 등 슈퍼컴퓨터 선진국들은 페타스케일

O4O는 글자 그대로 ‘On-line for off-line’, 오프라인을 지원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

산을 처리하는 속도를 말한다. 서밋은 메모

다음의 엑사스케일(초당 100경 번 연산) 슈퍼컴퓨터 개발

하는 온라인이라는 뜻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리가 2.4페타바이트(petabyte), 디스크가

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2월 ‘제2차 국가초

정보와 자산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

250페타바이트이며, 가격은 2억 달러를 상

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30

운 매출을 창출하는 플랫폼을 가리킨다. 종래의 O2O가 온라인

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1위를 차

페타플롭스급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

과 오프라인의 연결성에 주목했다면, O4O는 사업의 방점을 오

지했던 93.01페타플롭스의 중국 보유 ‘타이후

다. 국산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TOP500에 들어가길 기

프라인에 두고 온라인을 통한 시장혁신을 주도한다는 의미가 강

라이트(TaihuLight)’는 2위로 밀려났다. 3위
는 서밋과 같은 구조를 지닌 미국의 ‘시에라

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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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최선웅
(한국지도학회 부회장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이사
한국지도제작연구소 대표)

<해동지도>에는
지도 주위에 해당 도·군현의
지지(地志)가 기재되어 있어
지도와 지리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 전체적인 윤곽은 북쪽이 위에서 누른 듯 찌부러져 압록강과 두만
강이 거의 일직선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도 제목은 우측 상단 구석
에 ‘대동총도(大東摠圖)’라 쓰여 있고, 제목 왼쪽에는 ‘자(子)’자를 거
꾸로 적어 방위를 나타내었다.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는 계속 이어지면서 백두대간의 골격
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산줄기의 표현은 연총식(連塚式)으로 녹색으
로 채색하였고, 척량을 이루는 산줄기는 눈에 띄게 그리고, 그 외 산
줄기는 작게 묘사하였다. 해안선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매우
조밀하게 묘사되었고, 해안을 따라서는 수많은 섬들을 그려 넣었다.
동해의 중앙부에는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울릉도 주

<해동지도>에 수록된 모든 지도는 채색필사로 제작되었고, 각 책의

변에는 작은 섬 다섯 개가 그려져 있다. 또 울릉도 내에는 ‘삼척(三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7.5cm의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다. 책

陟)’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당시 울릉도가 강원도 삼척군(현재 삼척

별 수록된 내용은 제1책 경기도, 제2책 황해도ㆍ평안도, 제3책 강원

시)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우산도 밑에는 ‘왜선창가거(倭船倉可居)’

도ㆍ함경도ㆍ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眞分界圖)ㆍ요계관방도, 제4

라고 적혀 있어 당시 일본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책 서북피아양계전도(西北彼我兩界全圖), 제5책 경상도, 제6책 충

각 군현을 잇는 도로망은 붉은색 선으로 그려졌는데, 간선도로는 굵

청도ㆍ천하도ㆍ심삽성도ㆍ북경궁궐도ㆍ황성도ㆍ왜국지도ㆍ유구

게 일반도로는 가늘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통진의 갑곶진(甲

국도, 제7책 전라도, 마지막 제8책이 대동총도이고 이 가운데 서북피

串津)에서부터 전라도 남쪽 해안의 여러 곳에 이르는 뱃길이 붉은색

아양계전도와 대동총도는 낱장으로 된 지도이다.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군사시설인 진이나 보는 담청색의 작은 사각

<해동지도>의 도별지도와 군현지도의 형태는 지도 주위에 해당

형 안에 명칭을 적었고, 전국 곳곳에는 산성을 강조하여 그렸으며, 유

도ㆍ군현의 지지(地志)가 기재되어 있어 지도와 지리정보를 한 눈에

사시 연락망인 봉수는 적색 십자가로 표시하였다.

볼 수 있다. 관에서 발간된 관찬지도로 분류되나, 제작 시기나 제작

한편 지도 우측 하단의 발문에는 “대개 우리나라는 지형이 북쪽은 높

2축2장으로 구성된 회화식 군현지도

자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군현지도에 기재된 설명주기나 지명의

고 남쪽은 낮으며, 중간은 잘록하고 아래는 퍼졌다. 백산을 머리라 하

집이다. 대형 필사본 조선전도인 대

변천 시점 등으로 분석한 결과 제작 시기는 1750년(영조 26년) 경

고 대령을 등마루라 하면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과

으로 추정된다.

같으며,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도는 두 발로 괸 것과 같아 서북

군현지도는 산줄기와 하천이 간결하게 그려져 있고 여러 방면으로

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는 것이 감여가(堪輿家)들의

종합 지도책이라 할 수 있다.

도로가 이어져 있다. 인문적 사항으로는 관아를 비롯해 역원ㆍ서

정론이다.”라고 우리나라의 형태를 풀이하고 있다.

<해동지도>는 조선시대 지도 발달의

원ㆍ향교ㆍ창고ㆍ누정ㆍ객사ㆍ제언 등이 회화식으로 그려져 있

보물 제1591호

‘군현지도집
해동지도’
<해동지도(海東地圖)>는 8책 128장

동총도를 비롯해 8도도별도, 전국의
군현지도, 관방지도, 천하도, 중국지
도, 일본지도, 유구지도까지 수록된

전환기에 제작된 군현지도집으로, 모
든 회화식 지도를 망라하고 있는 점
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2008년
12월 22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해동지도>에 첨부된 전국지도인 대동총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고, 지지는 거경(距京) 외에 호구ㆍ전답ㆍ환곡총수ㆍ군병총수ㆍ면
명ㆍ연혁ㆍ산천ㆍ고적ㆍ토산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해동지도>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지도는 거대한 크기의 대동총도(
大東摠圖)이다. 지도의 크기는 가로 157.7cm, 세로 257.5cm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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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숨은 이야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측량
- 급할수록 정해진 길로

Writer. 오복동((前)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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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험한 산세, 변화무쌍한 날씨, 긴 이동 거리 때문에

간하기 힘들었고, 몇 번을 바위절벽에 막혀 길을 되돌아가야

수월하지 않은 측량이었다.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 그러다 급기야 날이 어둑어둑해졌고, 시간은 저녁 8시

불을 피울 수도 없었고, 시통이 안 된다고 나무를 자를 수도

가 넘어버렸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산속 공기가 차가

없고,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었다. 저마다 식사로 김밥 몇 개

워졌다. 한기가 스미기 시작하고 머지않아 추위가 엄습했다.

를 가방에 넣고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측량기사들의

그마나 조금 남아있던 물도 바닥나자 측량기사들은 초조해지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단풍 명소로 손

산이 깊고 산세가 험해 산에 오르려면 엄청난 체력과 인내력

필수품이 1.5리터 페트병에 물을 채워 얼린 것이었다. 산을

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제야 무전으로 본부에 조난 신호를 보

꼽히는 산 중에서 설악산 단풍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래

을 요구하는 산이기도 하다. 산 오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지적

오르면 땀이 많이 나서 물을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측량기사

내고 추위를 막기 위해 우의를 껴입고 손전등과 무전기에 희

서 해마다 가을이 되면 설악산은 단풍을 찾는 사람들로 등산

인들 입장에서도 설악산은 그 험준함으로 소문이 자자한 산

들은 각자 얼린 물통 두세 개씩을 가지고 산을 올랐다. 물통의

망을 걸고 구조대를 기다렸다.

로 입구마다 장사진을 이룬다.

이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이 설악산에 관한 이야기다.1)

얼음은 천천히 녹아서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실 수 없어 고역이

무전 연락을 받은 소장과 2팀은 유관기관에 조난신고와 구조

설악산은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등 4개 시·

1989 년 4월말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과 한국지적공사

었지만 그 덕에 오후 늦게까지 천천히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요청을 보내고, 조난당한 측량기사들에게 무전기 사용을 최

군이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줄기로 금강산까지

강원지사장 간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경계 및 분할측량 업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고생한 일도 많았다. 설악산 동쪽에

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조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하여 소청봉, 마

무 계약이 체결되고 강원도 직할출장소에 업무지시가 내려왔

솟아 있는 달마봉은 3일 동안 세 번의 시도 끝에 산에 오르게

당한 이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노래를 부르는

등령, 안산, 점봉산, 가리봉, 주걱봉, 황철봉 등 높이가 해발

다. 업무지시에 따라 1989년 5월부터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되어 관측을 마칠 수 있었다. 표고가 526m에 불과하지만 날

등 갖은 노력을 했으나 그것도 잠시뿐 심한 스트레스와 갈증

1,400m 이상인 고봉준령들이 모여 있다. 이곳은 백담사, 신

측량이 6개월간 진행되었다. 본 측량 업무는 설악산을 시작

씨가 조금만 흐려도 구름에 시야가 가려져 관측을 하지 못하

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들었다. 다행히 강원도 인제읍 산악구

흥사 등 유명 사찰들과 아름다운 계곡, 수십 개의 폭포들이 어

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내의 천연보호구역을 분할하여 경계표

고 산을 내려와야 했다. 화채봉 역시 입구에서 왕복 8시간이

조대에서 빠르게 대처했다. 구조대가 바로 산을 오른 덕분에

우러져 우리나라에서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석을 설치하고 보호·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걸렸지만 시시각각으로 변덕을 부리는 날씨 덕분에 3번이나

그날 11시경 조난지점을 찾을 수 있었고, 산악구조대원들이

올라가야 했다.

로프를 설치하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 직원들을 구할 수 있었

전국의 방방곡곡 산을 잘 타기로 유명한 측량기사들이지만

다. 직원들은 구조대가 준 물과 빵을 먹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조난 사고도 있었다. 설악산의 안산과 주걱봉 측량을 목표

그리고 새벽 3시경에야 하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로, 설악산에서 측량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있었던 일이다. 2

일찍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측

개 팀으로 나누어 1팀은 안산, 2팀은 주걱봉 탐색을 하기로

량기사들은 이날의 사고를 교훈삼아 하산 시간을 철저하게

했다. 1팀은 새벽 5시 30분에 산을 오르기 시작해 2시에 안

지켰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약속된 길을 갔다. 덕분에 6개

산에 도착하였다는 무전을 하고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아래

월간 험준한 설악산을 오르내리면서 무사히 과업을 마칠 수

쪽 한계성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계성지 쪽 능선

있었다.

은 산세가 험하고 사방이 2~300미터 높이의 절벽이 가로막

가을이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조난 등 산악사고

고 있어 함부로 움직이기 힘든 곳이다. 그런데 1팀 직원 중 한

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종종 매스컴을 타고 나온다. 이들 중

명이 한계리 주민에게서 한계성지를 거쳐 옥녀탕으로 내려가

대부분은 자기 체력에 맞지 않는 산행을 하거나 정해진 등산

는 길을 따라 숨겨진 길을 찾으면 3시간이면 내려갈 수 있다

로를 벗어나 길을 못 찾고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는 말을 들은 모양이다. 그래서 수월하게 내려갈 요량으로 5

는 이런 조난 뉴스가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조그만 바람을

만분의 일 지형도를 토대로 옥녀탕으로 통하는 길을 찾기 시

가져 본다.

작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 5시가 넘었고, 예정된 길로
도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했다. 옥녀탕으로 하산하
는 길목은 지형이 험준하고 잡목이 빽빽이 우거져 사방을 분

1) 지적 1990년 3월호에 실린 임우섭님의 수기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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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월

공간정보 연관 검색, 무엇이 있을까?
HOT

2018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공간정보와 연관된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KEYWORD

빅 데 이 터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핫키워드를 찾고, 뉴스를 통해 그 의미를 짚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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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 빅데이터

공간정보 - 한국

6월의 공간정보 핫 키워드는 ‘빅데이터’였다. 6월의 빅데이터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한국’이 자주 언급되었다. 이는 6월에 치

관련 검색어는 우선 서울시의 ‘여성안심 택배보관함’과 관련된

러졌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공간정보 해외 초청 연수프

다. 서울시는 6월,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을 20군데 추가 설치한

로그램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지방선거 결과를 예

다고 발표했다. 2013년 첫 도입된 여성안심 택배보관함은 빅

측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검색이 있었다. 한편, 해외 초청 연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

는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인프라 협력외교의

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6월 29일에 열렸던 제2차 국가과학기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프로그램’

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

을 진행했다.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

합 계획’도 있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에 연구개발

카 5개국 10여 명이 LX글로벌센터에서 한국의 토지행정시스

분야에 10년간 9조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템과 공간정보 기술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스마트 건설’ 등이 공간정보와 관련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8개 개

된 키워드 순위에 올랐다.

발도상국 측량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최신 공간정
보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택배

서울

개발도상국

여성들
본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소셜데이터(kbig.kr) 분석을 토대로 주요 관계를 파악하고, 한국언

공간정보+빅데이터

* 검 색 일 : 2018. 9. 5.

공간정보+한국
GIS

론진흥재단의 뉴스분석도구(kinds.or.kr) 및 뉴스 검색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추출했다.
* 검색 기간 : 2018. 6. 1. ~ 2018. 8. 31.

선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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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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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국
한국

AI
삼성전자

공간정보 - 법사위

공간정보 - 도미노피자

공간정보 - AI

공간정보 - 중국

7월 공간정보와 가장 관련이 깊은 키워드로는 ‘법사위’가 꼽혔

도미노피자가 공간정보 관련 핫 키워드에 올랐다. 피자배달 전

8월 공간정보 핫키워드 ‘AI’는 ‘IFA 2018’과 관련된 단어였다.

중국이 공간정보와 연관된 키워드로 떠올랐다. 중국이 언급된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7월 ‘스마트도시 조

문 브랜드 도미노피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에서 배달 위

8월 30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IFA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서도 찾을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

치를 쉽게 지정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인 ‘도미노 스팟’을 확대

2018’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이 전시회를 위해 여러 기업들이 자

뉴스는 구글이 중국 시장에 재진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었다.

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세종, 부

론칭했다. 도미노 스팟은 GIS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

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그에 대한 관심

미국의 탐사보도매체 디 인터셉트와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8

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

를 탐색하고 가장 가까이 위치한 배달 가능 매장과 배달 스팟

도가 그대로 공간정보와 연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년 전 중국 당국의 검열에 반대하여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던 구

망이다. 특히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개인정보 활용특례, 자율주

을 안내한다. 야외에서 지정된 위치로 배달이 올 수 있도록 앱

LG전자를 비롯하여, 파나소닉, 소니 등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글이 중국 규제에 맞춘 전용앱을 개발하는 등 중국 시장의 재진

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자가

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다. 도미노피자는 올해 5월 도미노 스

제품을 연이어 내놓았고, 언론들이 이를 언급하는 기사를 쏟아

출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디 인터셉트는 구글이 중국 회사와의

망 연계 분야 확대, 공공 SW사업 참여범위 확대 등 각종 특례

팟을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공간정보를 융합

냈다. 한편, 카카오와 현대자동차가 AI·스마트카 동맹을 맺었

합작 형태로 앱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하반기나 내년

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 서비스를 통해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

다는 뉴스도 AI가 핫 키워드가 된 이유였다.

상반기 중 정식 출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뉴스에 대

로 알려졌다.

해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이 중국의 검열에 굴복했다”라는 비

민생법안

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LG

민주당

카카오

IFA
한강

무역전쟁

휴가철

공간정보+도미노피자

공간정보+법사위

거리입구

배달위치

스마트시티

공간정보+AI

공간정보+중국

법률안
한국당

GIS

도미노스팟

삼성전자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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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위 정확도 향상을 위한
복합 IPS 시스템 설계

시점에 수집된 특정 위치의 무선 신호 세기의 차이가 거의 없을

관성센서 위치에 따른 오차 정보 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시간

경우 비교적 정확한 측위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빈번

의 흐름에 따라 누적오차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행자

하게 발생하는 radio map에 등록된 AP기기의 고장, 장애물 발

의 위치 추정에 대한 정확도는 PDR 실행 시간 대비 급격하게 떨

Writer. 이현섭(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전공 교수), 김진덕(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생, 채널 간섭 등의 신호 변동 정보와 개방형 및 특별한 구조의 건

어지게 된다 6) ,7).

물 내에서는 층별 신호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측위 정확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측위 시스템을 활용한 복합

도의 하락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WPS의 측위 오류가 같은 고도

IPS 측위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WPS의 정

에서 전후 차이가 아닌 서로 다른 고도 즉, 개방형 건물에서 층과

확도 단점을 PDR로 보정하고 PDR의 누적 오차를 WPS를 통

층사이의 신호를 정확하게 판단 못하여 발생하는 오차는 심각한

해 제거하여 실내 측위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1. 서론

신호를 수집하여 radio map을 구성하는 1단계와 측위 과정에

IPS(Indoor Positioning System)는 실내 측위 시스템이

서 수집된 AP의 정보와 radio map을 비교하여 현재 위치를 판

정확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

다. GPS음영 지역인 실내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정 시스템

단하는 2단계로 구성된다 1).

PDR(Pedestrian Dead-Reckoning)은 보행자 위치 추정

2. 복합 IPS 측위 시스템

을 활용하여 측위를 수행한다. 그 중 WPS(Wifi Positioning

위치 판단을 위한 측위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구축 radio map

방법으로 보행자의 걸음걸이, 보폭 수, 이동 방향 정보를 통해

본 장에서는 IPS 복합 측위 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

System)는 IEEE 802.xx 표준의 2.4GHz와 5.0GHz대역의

과 수집 정보 사이의 차이를 이용한 핑거프린트 방식을 주로 사용

이동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관성 센서들에

안된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한다.

무선 신호를 활용한 측위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IPS

한다. 핑거프린트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으로 TDOA, 유클리드 거

서 발생한 정보를 활용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관

중 하나이다.

리, max-min signal 비교 등을 사용한다 2)~4).

성 센서의 정밀도 및 정보 수집의 용이함으로 인해 많이 사용되

2.1. 복합 IPS 측위 시스템 구조

WPS는 산재한 무선 AP를 사용하거나 전용 AP를 설치하고 그

WPS는 radio map을 구축할 때 수집된 신호 세기와 측위 수행

어 지고 있다.

<그림 1>은 실외에서 실내로 진입할 때 복합 IPS 측위의 실행 구

보행자의 보폭의 경우 매번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조이다.

보행자로 인한 보폭 제약, 손에 쥐고 있다거나 가방, 주머니 등의

GPS를 통한 실외 측위, WPS를 활용한 실내 측위, PDR 정보

5)

그림 1. Complex IPS positioning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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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GPS, WPS 보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각각의 전환

<그림 2-1>은 WPS맵 구조 이며 <그림 2-2>는 PDR맵 구조를

은 인위적인 수행이 아닌 자연 전환 형태를 가진다.

나타낸다. WPS radio map은 그리드 타입으로 AP의 신호에

outdoor

실외의 경우 GPS 정보로 위치를 판단하고 실내로 진입하면

따라 구분지어지며 기존의 radio map과 동일한 타입을 가진다.

GPS

WPS를 실행 시키며 PDR을 구성하는 관성 센서들을 동작 시

PDR의 sensor map은 그래프 구조로 구성되어 실내의 모든

킨다.

위치를 연결한다. 기존 그래프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비용 값만

측위 수행 시점에서 WPS의 측위 결과가 두 개 이상의 포인트를

을 가지지만 본 시스템의 경우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동 가능한

나타낼 경우 PDR 테스크에서 수집된 센서 정보들을 분석하여

패턴 정보를 추가로 가진다.

그림 3. Linked positioning structure

그림 4. Test-bed
indoor
notification
intent

move

Outdoor Indoor
boundary

GPS

PDR

WPS
ancillary
data

notification
intent

reset
signal

positioning
start

Common building

Open building

보정 측위를 수행한다. 보정 측위 수행 이후 현재 위치를 PDR의
출발 지점으로 리셋하며 기존 수집된 관성 센서 정보들은 시스템
에서
거리(m) 삭제하고 향후 측위를 준비한다.

2.2. 복합 IPS 측위 시스템 맵 구조

표 1. PDR sensor map structure

<그림 3>과 같이 이동 객체가 출입구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부적

또한 각각의 테스트는 일반적인 건물 공간과 내부가 오픈되어 있

으로 GPS의 이전 정보를 저장하고 PDR을 실행하여 센서 정보

는 공간에서 수행되었으며 일반적인 건물 타입은 <그림 4> 좌측

left turn

를 수집하여 자연스럽게 OPS와 IPS를 연계한다. 본 논문에서

의(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을 테스트 환경으로 수행했으며, 실

climb stairs

제안하는 실내 측위는 이와 같이 측위 알고리즘 간의 연계가 주기

내가 오픈되어 있는 건물 타입은 <그림 4> 우측(김해 봉황동 신세

적으로 실행되어 복합 IPS 측위를 수행하게 된다.

계 백화점)을 테스트 환경으로 수행하였다.

Position

Next Position

Path Cost

Move Pattern

p1

p2

3

right turn

p1

p3

3

p1

p4

3

제안된 시스템의 경우 WPS의 radio map만 사용할 경우 IPS
측위 보정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속 누적되는

<표 1>과 같이 sensor map 표현을 위한 DB 구조 중 Move

센서 데이터의 리셋 시점을 지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PDR을

pattern 속성을 활용하여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를 진행할 때

4. 실험결과 및 고찰

향을 주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사람 및 사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sensor map을 구성해야 한다.

수집된 PDR 센서 정보를 Move pattern 속성과 비교하여 이동

<표 2>는 복합 IPS 측위 알고리즘과 전통적 방식의 WPS, 저준

는 야간 및 개장 직후 시간을 활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가능한 노드를 구분하게 된다.

위 WPS 알고리즘의 성능 및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한 테스트 환

radio map의 구축 기간과 측위 시점 사이의 시간 흐름이 작아

예를 들어 p1의 포지션에서 수집된 PDR 센서 정보에 계단 오르

경이다.

핑거프린트 radio map을 활용하는 WPS의 문제점인 시간 변

그림 2-1. WPS radio map

기 패턴이 있을 경우 p4로의 진입만 검색되게 한다. 따라서 수집

<그림 5-(a)>는 테스트 1의 정확도 결과이다. 신호 세기에 영

동에 따른 구축 radio map 신호의 변동이 적어 정확도는 매우

표 2. Test environment

된 정보의 보행자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경우 이동 방향 및 이

높게 나타났다.

동 가능 구간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정보를 활용하면 WPS 정확도
가 낮을 경우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복합 IPS 측위 시스템의 연계 처리
그림 2-2. PDR sensor map
n floor

Second floor
First floor

Environment

Test 1

Test 2

Distance between
points : 20m
sample data : 100
Exceptions : none

Distance between
points : 5m
sample data : 100
Exceptions : real time data

result

Positioning accuracy(%)

PDR의 정확도는 짧은 시간 내에 보행자의 모든 정보를 추출
해야 하는데 진입과 동시에 계단을 오르는 정보나 회전 정보가

테스트를 위한 측위 시스템은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기반(마시

GPS의 단절로 인한 측위 시스템 변환 전에 이루어져 수집되

멜로 버전) 갤럭시 노트5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radio map 및

지 않을 경우 IPS 측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

PDR sensor map은 SQLite, 알고리즘 실행 언어는 java 1.8

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스 로딩(Seamless

jdk 기반으로 구현되었다.

Loading) 방식을 활용하여 OPS와 IPS의 연계를 실행한다.

그림 5. Test1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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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측위 정확도는 3개의 알고리즘 모두

무선 신호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저준위 비교 방식의 WPS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1~5개의 오류는 현실세계

와 통합 측위 알고리즘의 경우 정확도는 테스트 1의 결과와 유

에서 발생한 AP 신호의 단절 및 스마트폰의 오작동(안드로이

사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그림 6-(b)>의 개방 구조에서의

드 OS의 경우 시스템 핵심 하드웨어가 아닐 경우 사소한 오류

정확도는 모든 연산 알고리즘이 하락하였는데 모든 조건을 비

는 무시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b)>의 결과

교할 수는 없었지만 유클리드의 경우 50% 이하로 하락하였으

는 오픈 환경의 측위 정확도 결과로 일반 구조 환경과 차이가 거

며 저준위 비교 방식의 WPS 또한 60%에 머물렀다. 통합 측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통합 측위에서 층간 구

위 알고리즘은 약 75%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 또한 개방 구

분만 PDR이 수행할 경우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같은

조로 인한 여러 층에 걸친 특정 AP의 신호 수집 및 신호 감쇄,

층 내에서 WPS 탐색 성능을 높이기 위해 영역을 구분할 때는

교란 등의 영향이 사람이 많은 백화점이어서 크게 나타난 것 때

최소 40도 이상의 회전 정보를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즉, 층간

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통합 측위 알고리즘의 정확도

이동 정보의 이벤트는 PDR 연산으로 쉽게 구분하지만 회전 정

하락폭이 낮은 이유는 이전 성능 결과에서도 설명한 것과 마찬

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는 정확한 회전 정보를 인식해야 하는데

가지로 현재 비교 대상을 PDR을 통해 큰 폭으로 제거하고 나

2.	K. W. Cho, E. Y. Chang, and C. H. Oh, “Radial Reference

현재 진행 반경에서 38도 이하로는 진행 정보와의 큰 차이점이

머지의 측위 대상 또한 PDR의 특징(위아래 층간 구분, 큰 폭

Map-Based Location Fingerprinting Technique,” Journal of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역 구분에서 보행자

의 회전 등)을 통해 중복된 WPS의 측위 결과를 구별해 주기

5. 결론

의 회전 정보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를 고려하여 WPS 맵 분할

때문이다.

WPS는 IPS 시스템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에 건설된 많은 건물들은 미관 및 구조 편의상 개방구조가

다. 측위 방식에 따라 별도의 구축비용 소모가 없고 측위 알고리

대부분이며 상용건물의 경우 일반구조의 건물에 비해 유동 인구

즘의 구현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정확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림 6. Test2 result

그림 7. Wireless signals detected in common buildings

도 차이의 측위 정확도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고도의 위치 오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Wireless signals detected in open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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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우버는 왜 자전거 사업에 뛰어들었나?

하는 마지막 이동 구간을 말한다. 교통인프라가 좋아도 지하

터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차량이 시속 10km

철역이나 버스정거장, 자동차와 최종목적지 사이에는 별도

로 굼뜨게 움직이는 시가지에서 전기자전거는 시속

Writer. 이성주

의 이동수단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불편

15km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복잡한 주차장도 필

을 느끼는 구간이 바로 이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 출발

요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버 관계자는

지에서 교통인프라까지, 교통인프라에서 최종목적지 사이

“교통 혼잡 시간에 1톤짜리 자동차로 한 사람이 10블록 이

의 구간이다. 교통인프라가 발달할수록 소비자가 상대적으

동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용자들이나 도시환경

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

입장에서 전기자전거는 양쪽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

소 방안이 필요했다. 소비자들의 ‘퍼스트-라스트 마일’ 문제

이다”라고 전기자전거의 효율성에 대해 역설한다. 우버는

를 자전거와 스쿠터 공유 서비스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버

올해 트럭 사업 부문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자

가 점프바이크 인수를 통해 얻고자 하고 시너지도 바로 이

전거 모델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버가 얼마나 자전거

부분이다. 우버의 차량 서비스로 여행지까지 이동한 후 관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업, 우버의 발걸음이 심상치 않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창업 9년 만에 자동차에서 전기 자전거·스쿠터로 핵심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했다.
우버가 자전거 공유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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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지나 시가지 여행은 우버의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

- 자전거 서비스 수익과 이용

하는 것이다.

우버가 점프바이크 시범 운행 결과를 정리한 내용에 따르

-

- 자전거 서비스 시장의 변화

버 CEO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차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우버(UBER)가 새로운 도전을 시

량 소유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라

작했다. 올해 4월 우버는 공유자전거 스타트업인 점프바이

고 말했던 것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크(JUMP Bike)를 인수했다. 인수금액만 해도 2억 달러(약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우버의 사업

2136억 원)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전거 대여 서비스 전

확장 의지는 미래교통 서비스 사업의

문 스타트업 점프바이크는 전기모터로 달리는 전기자전거

판도를 바꾸고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공유회사로 미국 내 약 40개 도시에서 자전거에 GPS와 결

계획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면 자전거 1대당 하루 평균 이용횟수 6~7회이고 주행거리

대도시에서 효율적인 교통 수단
복잡한 대도시의 경우 교통 혼잡이 빈

는 약 2.6마일(4.1km)을 기록했다. 그리고 매출은 하루

번하게 발생한다. 부족한 주차

10~14달러 정도였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장 또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

그러나 전기 자전거 제조비용이 1대당 1,000달러가 소요되

다. 여기에 전기자전거와 스쿠

므로 100일간 운행을 하면 제조원가를 찾을 수 있는 구조다.

그림. 평일 시간대 별 차량 공유와 점프 바이크 이용 비율
점프바이크
차량공유 이동

9%

제 시스템을 탑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자
동차 공유회사 우버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자전거 공유

- 퍼스트 - 라스트 마일 문제의 해법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일까? 미국 IT매체 와이어드는 “우버

우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퍼스트-라스

의 점프바이크 인수는 우버가 택시 대용품이 아니라 도시 모

트 마일(First-Last Mile)’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빌리티(이동성) 기업으로 보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신호”라

퍼스트 마일은 자동차나 지하철, 버스 등을 타기까지의 첫

고 분석했다.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 우

번째 이동 구간을 뜻하며, 라스트 마일은 최종목적지에 도착

Proportion of trips

6%

3%

3AM

6AM

9AM

Noon

3PM

6PM

9PM

출처: 산토시 라오, 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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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들지만 전기자전거 공유 플랫폼

나 ‘블루고고’ 같은 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을 확대하고 자동차로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선점하기 위해 투

다. 인도 차량 공유 업체 ‘올라(Ola)’ 역시 대학가를 중심으

자하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공유할 수 있는 앱

로 자전거 공유사업인 ‘올라 페달’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업

을 시행했다. 우버의 정책연구원인 산토시 라오(Santosh

체 ‘그랩(Grap)’도 자전거 공유 플랫폼 사업 출시를 준비 중

Rao)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샌프

으로 지난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권을 인수한 데 이어 현지

란시코에서 차량 공유와 점프바이크 사용 비율 중 점프바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대거 확장하고 있다.

크 비율은 15% 증가했으며, 차량 공유 사용 비율은 10% 감

또한, 그랩은 최근 들어 자가용 외에 오토바이·자전거·버스

소하였다. 차량 공유 사용이 대부분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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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나타났던 반면, 점프바이크 이용은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의 경우 점프 바이크 사용은

- 전기스쿠터 서비스의 확장

78% 감소하였지만, 차량 공유 사용은 40%나 증가했다. 차

전기스쿠터 시장에 대한 투자도 상당하다. 전기스쿠터는 오

량 공유와 자전거 공유 두 가지 이동 수단이 상호 보완적으로

토바이 형태가 아니라 킥보드에 모터가 달려있는 형태다. 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게는 15kg 안팎으로 가벼우며, 속도도 시속 20km이상 낼
수 있어 복잡한 도시에 안성맞춤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 글로벌 자전거 공유 서비스 경쟁

은 미국 전기자전거·스쿠터 공유 업체 ‘라임(Lime)’에 3억

우버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달러(약 3,345억 원)를 투자했고, ‘구글벤처스(GV)’도 라임

에 대한 경쟁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모양새다. 우버의 경쟁사

에 직접 투자한 바가 있다. 미국에서는 라임과 더불어 ‘버드

‘리프트(Lyft)’ 역시 올해 여름 미국 최대 자전거 공유 업체인

(Brid)’라는 스타트업이 공유 전기스쿠터 시장에서 두각을

장치(GPS)로 모니터링되며 특정 지역에 찾아가서 자전거

시에서 더 저렴하고 빠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티베이트(Motivate)’를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약 2억 5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창업한 버드는 현재 시장 가치가

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또한, 시속 24

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즈는 “일반 자전거 공유 시장은 크지

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20억 달러(약 2조 2,300억 원)가 넘으며 역대 최단기간에

㎞까지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않지만,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시장은 성공 가능성이 아

서비스인 ‘디디추싱’은 2018년 초부터 자전거 공유 플랫폼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이 됐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자전거에 QR코드를 스캔해서 이용할

주 높다”면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이들에게 자동차 공

수 있다. 30분을 이용하는 데 2~3달러(2,200원~3,300원)

유 서비스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

- 각 도시들의 시범 서비스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매연이 없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

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rch)에 따르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각 도시들도 자전거 공유에 대해 지

이 있다. 샌프란시스코도 올해 8월 전기스쿠터 업체 2곳에

면 2018년 세계 전기자전거 시장의 규모는 108억 달러(약

원하기 시작했다. 뉴욕시는 올해 8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시범사업 허가를 내줬다. 두 회사는 10월부터 6개월간 625

11조 5,700억 원)다. 2013년 84억 달러(약 9조 원)였던 것

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개편하

대의 전기스쿠터를 공유 서비스할 수 있으며, 이후 2,500대

에 비하면 5년 사이 20억 달러(약 2조 5,700억 원) 이상 늘

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페달 방식 자전거 대신, 전기자전

까지 확대할 수 있다.

어난 규모다. 친환경적이며 편리한 공유 서비스 시장이 자

을 출시해서 운용 중이다. 앱에서 디디추싱이 투자한 ‘오포’

동차에서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기스쿠터 시장으로 다양하

거를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뉴욕시는 맨해튼 북쪽 지역인
브롱스 지역에 제공된 200여 대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 자동차 공유에서 자전거 공유로

게 확대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도 빠

바꿨다. 이 자전거는 평지를 달리다 일정 각도 이상의 언덕

워싱턴타임즈는 “택시 외에 자전거와 스쿠터 대여 서비스

르게 변하고 있다.

에 진입하게 되면 알아서 전기 모터를 가동한다. 위치 추적

는 승객을 태우는 데 가장 좋은 도구”라며 “밀도가 높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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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LX, 서울시와 공간정보
국가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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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는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간

인천경제자유국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은 IFEZ 3차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손잡는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게 되며, 서울시 공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원 공간정보서비스( http:// 3dgis. ifez.

때와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IFEZ 전 지역에

다. LX는 9월 6일 서울시청 스마트정보지원

간정보사업에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LX는

go.kr) 내의 건물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방

대한 3차원 모델링 자료를 기본으로 과거부

센터에서 ‘공간정보표준 적용 활성화를 위

공간정보 표준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

식으로 입주 기업 등의 홍보 동영상을 탑재

터 현재까지의 2D, 3D, 항공-VR 자료를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LX의 기술지원을 받

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홍보 동영상

PC 및 모바일 기기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

은 공간정보 국가표준 적용 확대를 통한 데

아 공간정보에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시민

서비스는 IFEZ에 소재한 기업체, 공공기관,

스템이다.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메

이터의 품질 확보와 공간정보 공유체계 기반

들에게 개방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할 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경제청 홈페이지 공고를

뉴에서 테마/기업지원홍보/기업선택/미디

조성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32여개소의 동

어 파사드로 찾아가면 홍보 동영상을 관람

영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공간정보 국가표준의 적용 확대를 위해 서울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에 따라

국토부, 공간정보 445건 9월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 통해 공개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
위치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9월부터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가 국가

계와 공간정보 국제표준에 더해 공간정보 특

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2015년부터 GIS에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됐다. 특히, 이번

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공간정

‘GIS 기반 KR-토지보상시스템 개발’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KR-토지보상

탑재가 가능한 지적기반 연결용지도 작성에

공간정보 개방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포털은

보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필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나서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추가

사용자가 좀 더 접근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한 공간정보를 한결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토지보상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지도로

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9월 KR-토지보

쉽도록 공간정보의 종류와 개방 물량에 대

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

철도건설 사업 편입여부와 온라인 이의신

상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

한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정보 가운데 2,021건의 공간정보가 국가공

청도 가능하다. 그동안 철도공단은 편입 토

6개 기관과 시스템 연계로 보상 기초자료가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

간정보센터로 수집됐고, 그중 개인정보, 민

지 지도나 보상 대상자, 진행상황 등은 우편

자동 작성되고, 곧바로 토지소유자에게 우

여줄 수 있게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간정

감정보 및 국가보안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등을 통해 제공했고, 보상조서 작성도 평균

편물을 발송해 업무처리 기간이 10일로 단

보 품질관리 연구를 통해 새롭게 마련된 표

제외한 총 445건의 공간정보가 일반 국민들

2~3개월이나 걸렸다.

축될 전망이다.

준분류체계는 행정안전부 정부기능분류체

에게 개방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공단은 한국

서울 성동구가 지난 3월 대규모 도심공원인

시설물은 지진대피소, 소화전, 비상벨, 보안

광주시

GIS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광주시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

템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GIS 데

‘GIS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광

서울숲 안전시설물 606개소에 대한 위치정

등, CCTV 등이며 직접 위성측량을 실시해

보 통합시스템 구축한 데 이어, 왕십리역 광

안전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를 시스템에 구

‘GIS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각 분야별 통계

주시에서는 신규 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행착

장 일대 안전시설물 408개소에 대한 위치정

현했다. 성동구는 그동안 지번 중심으로 관

자료를 지도화하거나 각종 정책 관련 데이터

오를 줄이고 앞선 분석 사례(교통량, 민원,

보 통합시스템을 확대 구축했다. 성동구는

리하던 안전시설물 위치정보를 X, Y축을 활

를 융·복합 분석해 지도와 그래픽으로 시각

복지, 인구 등)를 공유해 시의 정책의사 결정

최근 재난 예방대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용한 국가좌표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는 방식

화한 시스템이다. 이번 GIS 데이터 분석시

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책 발

됨에 따라 왕십리역 광장 일대를 스마트 안

으로 개선하였으며, 위성측량 기기를 활용

스템 구축은 사회 현상을 정확히 진단·예측

굴 및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전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안전시설물에 대한

한 전문적인 측량을 통해 정밀한 위치정보

해 행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정밀 위치정보 구축을 추진했다. 대상 안전

를 확보했다.

지난 2016년도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

편집국에서

<공간정보> 매거진, 웹진으로 만나세요!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 분야 매거진인 <공간정보> 매거진을 웹진으로 만나세요.
<공간정보> 웹진은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구현되는 반응형 웹진 형태로,
독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매거진의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webzine.lxsiri.org로
접속하세요.

독자의 소리

김태완•서울 용산구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각국의 빅데이터 활용현황과 공간정보가 가지는 의
미를 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을 진단해야 하리라 봅니다. 데이터 혁명의 시대를 맞아 세
계 주요국들이 정부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 활용에 있음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
정으로의 전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부정책에 데이터를 활
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민경• 경기 남양주시
빅데이터와 공간정보를 결합한 서비스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놀랐습니다. 많이 알려진 자
원고 및
독자의견 보내실 곳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국

02-2090-6758,

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운항선박과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어택시’가 인
상적이었습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재난 대비, 교통서비스 등에 데이
터를 활용한다면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1
퍼스텍 빌딩 9층

nacucu@naver.com
*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한상윤•서울 중랑경찰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써 드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AIR TAXI’라는 신개념
교통수단이 등장한다면 대중교통 업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에서
도 3차원 도로에서의 교통법규나 교통통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지 등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가 생겼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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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매거진은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i.re.kr)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공간정보> 웹진(webzine.lxsiri.org)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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