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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OBILITY
인간에게 있어 이동은 필수적이다.
이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9년 오늘, 인간의 이동은 점점 더
편리하고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동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바람을 몰고 왔다.

완전자율주행의 실현은 단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도화된 센서와
지도에서부터 관련 인프라와 법,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산업, 정부와 민간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의 혁명에는 공간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현주소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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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writer. 문희창(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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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그 첫 시작
-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1980

4차

산업혁명

년 초에 미국의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시대,

서는 무기의 로봇화, 자율주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여간
노력해왔다. 그리고 2004년 무인자동차 경주대회인 DARPA
Grand Challenge 개최를 통해 민간에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성

이
시

동

의
작

혁

명

되

이

을 알리고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첫
번째 대회는 20여개 팀이 참가하였지만 우승팀은 나오지 않았
다. 다음해 개최된 두 번째 대회는 140여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
고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팀만 40여개 팀에 이를 만큼 일년

다

사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그리고 대회 결과,
6개 팀이 코스를 완주해 사막지형과 비포장지형에서의 주행이 가
능함을 확인했다. 이후 2007년 대회에서는 도심에서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자 했고, 카네기멜론대학교를 포함해

자율주행차 탄생부터 현재까지

많은 팀이 성공하면서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 즈음, 자율주행 기술이 민간 영역에서 장애인 또는 교통 약자
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은 이동과 정착을 통해 세상을

세바스찬 스론 교수팀은 구글로 이적해 구글카 개발을 진행했고,

변화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프리우스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시각 장애인을 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동에 있어서도

한 이동권 확보에 기여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완성차 업체를 중

대대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심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2011년에 처음으로 미국 네바다주에서

특히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이 합법화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

탑재된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과 연구가 급물살을 탔다.

것이다. 또한 자동차는 더 이상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기도
하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흐름을 짚어보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을 예상해보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1980년 초에 미국의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는 무기의 로봇화,
자율주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여간 노력해왔다.
그리고 2004년 무인자동차 경주대회인 DARPA
Grand Challenge 개최를 통해 민간에 자율주행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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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정의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된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

자율주행택시와 자율주행셔틀을 탄생시켰다.

18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에 자동차는

이 서비스들은 기술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어떻게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동시간이 줄고 이동거리가 늘어
남에 따라서 산업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도 커졌다.

운용하는지에 따라 갈래가 나뉜다. 그 밖에도

그만큼 사람들은 더 성능 좋고 고급스러운 차를 요구하게 되었다.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에서 자산으로서 가치가 부여되었고 경제 발전
과 더불어 자동차 산업은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
한편, 2003년에 테슬라가 100% 전기 기반의 자동차를 양산하기
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자율주행 배달

시작했고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도 전기차에 도전했다. 초기의 전
기차는 배터리 가격으로 인해 일반 차량 대비 훨씬 비싼 가격이
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더해 전기차 공유 서비스
가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 구글에서 자율주행
차를 선보이면서 자율주행 기술은 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견인했
다. 2016년에 전 세계 차량 공유 업체 중 1위로 꼽히는 우버에서

2016년에 전 세계 차량 공유 업체 중 1위로 꼽히는
우버에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많은
업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경우 기술적으
로는 자율주행차와 100% 일치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행
하는 길이 일반도로, 인도, 비포장도
로 등 다양하다.

로봇이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와 100% 일치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에 비해 크
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행하는 길이 일반도로, 인도, 비포장도
로 등 다양하다. 또한 사람 대신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많은 업체가 그 뒤를 잇고 있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서

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자동차에 대한 개념의 전환을 가져

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지는 못한 게 현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

왔다. 굳이 소유하지 않고도 자신이 필요한 시간만큼 원하는 차

는 전 지역의 정밀지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량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의 정밀지도는 존재하나 일반도로와 이면도
로에서의 정밀지도는 아직 구축 전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 기술이 쏘아 올린 가능성들

자율주행로봇이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해서 주행할 수 있다고

-

해도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마주칠 수 있으며 특히 사람이 운전

자율주행 기술은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되

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그 주행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

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완성차 업체는 자율주행차를 위

문에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보

한 하드웨어 기술인 EPS(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

완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Connected–Intelligent

VDC(Vehicle Dynamin Control system)를 비롯해 센서를 기

Transportation System), 사물인터넷을 통해 도로 주변의 교차

반으로 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발

로, 신호등, 교통 상황 등과 정보를 주고받아 주행을 할 수 있으나

전시켰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출시되지 않

이 역시 아직 제한적이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고 있다. 하드웨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고민이 필요하단 이야기다.

가 없기 때문이다. 2017년 CES에서 벤츠의 디터 제체(Dieter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기술과 로봇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여

Zetsche) 회장은 ‘미래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라고

러 기술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한다. 미래의 자동차는 인간의 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는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

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자율주행을 꿈꾸고 있다. 자율주행

트웨어의 발전이 필요하며, 자율주행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기술을 연구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삶엔 우리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된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자율주행택시와
자율주행셔틀을 탄생시켰다. 이 서비스들은 기술적으로는 비슷
하지만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갈래가 나뉜다. 그 밖에도 다

벤츠의 디터 제체 회장은 ‘미래의 자동차는 소프
트웨어로 달린다’라고 발표했다. 그 말인즉, 자율
주행차는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
트웨어의 발전이 필요하며, 자율주행 관련 애플
리케이션이 다수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가 꿈꾸는 자율주행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기술 개발은 진일보하
고 있지만 실생활에 적용해 상용화할 만큼의 실증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리라. 하루라도 빨리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혁신
적인 모빌리티 제품이 우리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오길 희망한다.

SPECIAL ISSUE CASE

writer. 유성민(IT칼럼니스트,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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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2018년 12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은
자회사 웨이모Waymo를 통해서
자율주행택시를 선보였다. 국내에도 열기는 뜨겁다.
KT는 5세대 무선통신이하 5G을 적용한
자율주행버스를 판교역을 중심으로 선보였으며,
SKT는 지난 6월에 열린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연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자율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정밀지도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자율주행차 그리고
정밀지도에 대한 최근의 지형도를 살핀다.

자율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정밀지도를 둘러싼
뜨거운 움직임

자율주행차 시대의

자율주행차를 일상에서 만나는

가상환경이 구성되는데, 탑승객에게 더 실감나는 오락거리는 날

예상 가능한 변화들

일은 굳이 먼 미래가 아닐지도

로 증가할 예정이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는

모른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프라

차량 소유의 필요성을 줄인다. 미국 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의

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25년에 전체 차량 대비 자율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시간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굳이

주행차의 비중은 7%에 이르고, 2030년에는 49%에 달할 것이라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율주행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

예측하기도 했다.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사람이 자율주행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차량이 운송

자율주행차가 많은 변화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자

수단에서 제2의 휴식공간으로 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

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2017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제로 자동차 업체는 차량 내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만이 자율주행차를 선

(Infotainment)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했고,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는 2016년과 2017년도에 걸

가령 아우디 자회사 AEC(Audi Electronics Venture GmbH)는

쳐서 두 차례 자율주행차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2016년의 경우

탑승객을 위한 가상현실 서비스를 선보였다. 차량 움직임에 따라

40%였던 선호도가 2017년에는 오히려 27%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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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길라잡이

자동차 기업은 자율주행차의 안

첫째, 자율주행차의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안전한 자

정밀지도

전성 우려를 낮추기 위해 신경을

율주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약 25cm 정도의 차선유지가 가능

곤두세우고 있다. 영상인식 기술

한 측위 정확도가 요구된다.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라이다, GPS,

을 적용해 자율주행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라이다(LiDAR)를 이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들을 이용해 주변 환경의

용해 영상이 인식하지 못하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게 했다. 또한 차

인식이 가능하고, 이 결과와 정밀지도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차량

량 간 통신 기술을 적용해 혹시나 모르는 충돌을 방지하게 했다.

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자율주행차 학습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터도 등장했다. 자율주행차

둘째, 목적지까지의 경로 생성

의 인식 및 판단능력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

및 효율적인 항법을 가능하게

율주행 학습량이 자율주행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라인 교

할 수 있다. 기존 도로 수준이 아

육기관 유다시티(Udacity)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무료로 제공

닌 차선 수준의 구체적인 경로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생성이 가능하고, 이로부터 차

2017년 11월 인텔과 도요타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카를라

선 변경, 교차로에서의 좌·우회

(CARLA: Car Learning to Act)를 공개했고, 2018년 9월 엔비디

전 등을 위한 효율적인 항법 명

아(NVIDIA)는 드라이브 콘스텔레이션(Drive Constellation)이라

령을 생성할 수 있다.

는 시뮬레이터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자율주

셋째, 효과적이고 안전한 자율

행차의 안전성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다.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주행이 가능하다. 향후 정밀지도에는 유동인구, 구간별 평균 주행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 외에 주변 도로 환경에

속도, 신호등 평균 대기시간 등의 사전 정보들과 사고 발생, 날씨

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밀지도 기

변화, 주변 차량 및 보행자 정보 등의 실시간 정보들이 포함될 것

술과의 융합이 필요한 것이다.

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함으로써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

정밀지도는 공간에 대한 정적 및 동적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자율

고 주행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

하게 되면 여러 번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한 지역이라 해도 한 번

의 바이두, 미국의 우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 결론적으

주행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정밀지도를

밖에 주행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도로 위에서 차량 후진

로 히어와 손을 잡은 건, 독일 완성차 업체인 다임러·BMW·아우

제작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드론은 공중에서 이러한 제약 없이 찍

디 컨소시엄이었다. 이 3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30억 달러(약 3

한편, 정밀지도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4차

을 수 있다. 정밀지도와 드론의 상관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는

조 6,000억 원)에 히어를 인수했다. 히어는 자율주행 분야의 최

산업혁명은 독일 제조 공장에서 최초로 유래한 용어이다. 여기서

이유다.

고 핵심기술을 갖춘 이스라엘 모빌아이(Mobileye)와도 활발한

MMS를 장착한 자동차. (출처: 현대자동차)

핵심기술로 ‘가상물리시스템(CPS)’이 언급됐다. CPS는 물리환경
주변 도로 환경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정밀지도. (출처: 현대자동차)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빌아이는 영상 인식 기반 ‘첨단운전자보

과 가상환경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서 디지털트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는

세계 기업들의 정밀지도 기술을

조시스템(ADAS)’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주목을 받았으며, 모회

윈은 CPS를 기반으로 현실환경을 가상환경에도 똑같이 구현한 기

지도 전쟁 중

둘러싼 협력과 경쟁의 움직임은

사는 인텔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인텔은 히어 지분의 15%를 소

술이다. 정밀지도는 디지털트윈의 일종인데 정밀지도는 4차 산업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하고 있기도 하다.

혁명을 통해 보다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밀지도

2018년 5월 출범한 ‘원맵 얼라이언스(OneMap Alliance)’를 꼽

한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자체적인 지도 제작을 위해

구현을 위한 선제조건들 역시 4차 산업혁명과 발전을 같이 한다.

을 수 있다. 국내 SKT는 물론, 유럽의 히어(HERE), 중국의 내브

결단을 감행했다. 2015년 맵핑 기술 및 위치정보 업체인 디카르타

먼저 정밀지도를 그리기 위한 도로 환경 정보의 수집 기술에 있

인포(NavInfo), 일본의 파이오니아(Pioneer) 등 4개 회사가 정밀

(deCarta)를 인수했으며, 같은 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맵(Bing

어서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수집하는 이동형측량시스템(MMS)

지도 표준 및 관련 데이터 공유를 위해 의기투합한 것이다.

Maps)에 사용된 기술을 인수하면서 이미지 수집 및 데이터 분석

이 중요한데 국내의 경우, 이 기술을 이미 선보인 바 있다. 현대엠

정밀지도 확보를 위한 격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

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100여 명을 영입했다.

엔소프트는 MMS를 기반으로 ‘정밀지도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술

다. 특히 정밀지도 선도기업 히어에 대한 구애가 가장 뜨거웠다.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 역시 정밀지도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섰다.

MAC(Map Auto Creation)’을 발표했다.

히어는 1985년 미국 내비게이션 업체 나브텍(NAVTEQ)을 핀란

3D 고해상도 맵핑 능력을 추가하기 위해 2016년 전자지도 전문업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정밀지도 구현의 효율성을 높인 점을 주목할

드 노키아가 인수해 설립했는데 2015년 노키아가 통신사업에 집

체 시빌맵(Civil Maps)에 660만 달러(약 73억 원)을 투자했다.

만하다. 보통 MMS는 차량에 탑재해 정밀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중한다며 매각 의사를 밝히자 수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 중국

일본 도요타도 자율주행차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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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관련 업체들의 지형도

거점인 TRI-AD(Toyota Research Institute Advanced-

피폴라를 인수해 정밀지도를 향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같

Development)를 설립하고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카

은 해 말 LG전자는 히어와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공동개발

메라(CARMERA)와 함께 고정밀지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공동 개발했

요타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도요타는 혼다 등

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열사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차량

과 함께 지도 플랫폼 개발사 다이내믹맵플랫폼(DMP)을 세우고

인포테인먼트를 담당하는 현대엠엔소프트와 함께 자율주행차 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산하 지도 데이터 제공 업체 어셔(Ushr)

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레벨 3 이상의 자율

를 인수했다. DMP와 어셔의 합병으로 도요타와 GM은 고정밀지

주행에 필요한 정밀지도 제작과 배포 체계 구성을 완료하고, 기

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 중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자율주행차용 정밀도

이와 같이 정밀지도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5G 시

로지도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를 주축으

대의 개막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지도는

로 정부기관 3곳과 민간기업 14곳이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민관

다량의 정보로 인해 데이터 용량이 클 뿐만 아니라 차량의 위치

협약식을 맺은 것.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정밀도로지도 공동구

는 끊임없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초저지연·초대용량·

축체계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시범구간을 확정해

초연결의 5G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정밀지도 시장의 경쟁이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SKT와 협력해

치열한 만큼 자율주행차에 정밀지도가 도입되는 것도 그리 오래

상암, 여의도 등 12개 도로(121.4킬로미터 거리)를 대상으로 정밀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밀지도를 통해 더 안전하게 발전할 자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율주행차를 기대한다.

원맵 얼라이언스

컨소시엄

인수

협업

협업

인수

투자

인수

인수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2017년 3월 3D 기술 전문기업 에

투자

인수

협업

DMP
산하

산하

인수

INTERVIEW

공간정보 날개 단
자율주행 시대,

writer. 최주연(자유기고가) photo. 박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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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이동의 자유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
혁신을 이끌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센터장
&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총괄

극적으로는 실제 도로 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될 수
있어야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니, 자체 기술의 고도화만으
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당시 바
로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서비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웠기에 판교제2테크노밸리라는 실제 공간을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실증할 수 있는 단지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
다. 그 과정에서 개발 및 검증된 자율주행차와 관련 서비스

판교제로시티는 2015년 사업 돌입 후 지난 6월 자

들을 스마트시티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대시켜가는 모델

율주행 실증단지 운영을 개시하며 세간의 주목을

을 구상한 것이죠. 마침내 2015년 12월 제가 제안한 자율주

받고 있습니다. 그 의의와 지난 4년여간의 활동에

행 실증단지로 방향성이 확정되었고 ‘판교제로시티’라는 브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랜드가 탄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실증단지’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도 막상 도
로로 나가 기존 차량들과 함께 운행하는 도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
의 수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판교제로시티와 같은 실증단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결
국 지난 4년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자율주행
차 실증단지를 안전하게 조성하고 다른 한편 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로셔틀 1호
차와 2호차의 개발과 운행, 자율주행 임시통합관제센터 구
축, 2회에 걸친 판교자율주행모터쇼 개최 등을 꼽을 수 있

실증단지 설계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

습니다.

셨는지요?

다른 한편으론, 판교제로시티의 고도화․활성화를 통해 미

현장에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쌓은 경험

래 스마트도시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를 비롯한 각종 사고 위험이 없고 탄소 배출이 없는 도시,

통합관제센터,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도로정보

첨단 정보통신에 기반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죠. 그래

수집 사물인터넷 센서, HD 맵을 포함한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 이름 역시 ‘제로시티’입니다.

와 데이터센터 등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를 실내에서 개조하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판교제로시

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 확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에서

티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제안하시게 된 계기가

테스트와 실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적인 안전 장치

궁금합니다.

들이었고, 이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적용했습니다. 이 부

경기도로부터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자율주행차, 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동의 자유’는 먼 미래에나

분은 특히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통합관제센

봇 등 새로운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가능한 일일까? 김재환 센터장은 “자율주행과 공간정보

터,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비즈니스센터, 자율주행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침 저는 자율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흡

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 먼

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조성의 필요

한 부분이 있지만 연구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최초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성을 중앙정부에 제안해둔 상태였습니다. 자율주행차도 궁

실증단지라는 자부심으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핸들을 잡는 대신 회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면, 교통 체증이나 주차 걱정 없이 자동차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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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이 판교제로시티

스마트 모빌리티인 제로셔틀의 제작 그리고 자율

에 적용된 기술과 미래상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해

주행차들의 테스트베드인 판교제로시티에는 어떤

해도 될까요?

공간정보 기술들이 적용되었나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셔틀은

자율주행은 차량에 장착된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

이곳에 구축된 인프라들과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한 후 3차원 HD 맵 기반의 가상공간에 위치기반 정보를 맵

동시에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상시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

핑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객

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체를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교통수단의 역할도 해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3차원 HD 맵, 가상공간, 위치기

거고요. 그 밖에 중소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요소

반 정보 등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모든 기술이

기술과 부품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공용 플랫폼으로도 활

집약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자율주행차가 공존할

용되리라 기대합니다.

판교제로시티의 경우는 앞서 설명 드린 기본 흐름 위에 개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

06. 경찰청 검토에 따른 제로셔틀 운행구간 안전조치 이행 완료

별 차량 간의 V2X 통신, 사물인터넷 등 보다 다양한 기술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리라 예상하시나요?

06. 제로셔틀 1호차, 2호차 운행구간 사전 테스트 시작

접목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공간정보는 제로셔틀과 판

단순히 생각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던

07.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교제로시티 내에서 HD 맵 기반으로 모든 센서 데이터를 통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교통 효율도 높아질 겁니다. 부수적

합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는 핵심 환경을

으로는 탄소 배출이 저감되니 환경도 좋아지겠죠. 한발 더

제공하게 됩니다.

나아가 운전 이외에 택배, 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접목된

판교제로시티 구축 과정
2015. 09. 판교제2테크노밸리 자율주행차 도입 제안 및 검토
12. 판교제로시티 TFT 조직
2016. 04. 자율주행셔틀 도입 계획 확정
10.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 착수
2017. 07. 제로셔틀 제작 착수
11. 제1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 개최
12. 제로셔틀 1호차, 2호차 제작 완료
2018. 01. 제로셔틀 1호차, 2호차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검사(자기인증) 완료
03. 제로셔틀 1호차, 2호차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취득

다면 이동의 자유를 넘어 노동과 여가 등 생활 전반에 새로
제로셔틀과 판교제로시티는 국내 자율주행차 시

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통

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

화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해 우리 삶이 바뀐 것 이

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전

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의 대혁신

반적인 합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

이 일어나리라 예상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

제로셔틀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라의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는지요?

지만 저 역시 그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고 들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

습니다.

08. 제로셔틀–임시통합관제센터 연계 시험운영 시작
11. 제2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 개최
12.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판교제로시티 운영 관리 위·수탁 협약
2019. 05. 경기도자율주행센터 개소식 개최
06.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구축
06.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운영 개시

판교제로시티 with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 6월,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내 자율주행 통합관
제센터가 운영을 개시하기까지 LX와 경기도는 함께 달려왔다.

최초의 시도였던 만큼 참고할 만한 사례가 전무하다

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추진,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에 앞서서 연구에 착수한

는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통과, 스마트 신호체계 연구개발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

2016년 10월에는 경기도와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찾기가 힘들었던 데다 합류한 기업들 역시 최초의 도전에

고 있습니다. 제로셔틀의 등장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판교제로시티에 공간정보 시스템을

나서는 것이라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들에서 자율주행셔틀 도입을 발표했고 개발도 진행 중

구축한 후 판교제로시티 내에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관제와 운

게다가 제로셔틀을 개발할 당시 국내에는 자율주행 레벨 4*

이고요. 일반 국민들은 제로셔틀 승차 후 자율주행에 대한

행에 필요한 통합 고정밀 디지털지도, 위성측위 시스템, 위치정보

와 관련된 법과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넘어

보정기술 등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작을 완료하고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도 그리 좋은 평가를

야 할 산이 많지만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사회적 합의

듣지는 못했고요. 당시 제로셔틀은 이제 막 인공지능을 탑

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목표

재하고 면허를 딴 초보운전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곳 판교제로시티에서 다양한 주행을 거쳐 데이터를 획득하

LX가 제공한 통합 고정밀 디지털지도는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 모
든 지형지물의 위치를 오차범위 5cm 내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
으로 자율주행차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구축한
지도는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드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
능하다. 이후 2018년 9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KT와 만도, 차세

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최초의 명성에 걸맞은 자율주

대융합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행차로 자리매김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LX

* 자율주행 레벨 4: 운전자가 수동운전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

는 자율주행 공간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부근

로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

에 대한 관제 시스템 운영 관리를 지원하게 됐다.

ANALYSIS 1

writer. 김규옥(교통연구원 박사)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이후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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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측면 색깔이 하얀색이었다. 교차로를 향해 주행하고 있던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밝게 빛
나는 하늘과 트레일러의 색깔을 구별하지 못했다. 결국 교차로를 향해 그대로 운행해 트레일러
의 측면을 받았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에게 오토 파일럿은
보조적인 기능일 뿐이라고 충분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운전자는 이를 과신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차가 트레일러와 하늘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결함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 때문으로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사례는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다. 2018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쳤는데, 사고 당시 밤 10시였다. 자율주행 모
드로 주행 중이던 우버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즉각 대응하지 못했고, 안전을 위

미국에서는 구글, 테슬라, 우버 등

해 탑승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던 상태였지만 조치하지 못했다. 이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선도그룹이

발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보행자가 불완전한 자율주행차로 인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시험운행을 하고

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련 규제를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율주행차와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일반 차량의 상호 작용이 미흡하거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 부족,
자율주행차의 기술 한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범운행

이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살펴보고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보행자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윤리, 제도와 법 등에

보호하지 못했고, 보행자가 불완전한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차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범운행 중의 사고 사례 연구
첫 번째 사례로 일반 운전자인 경우 피할 수 있었던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의 사고를 살펴보
자. 2016년 2월,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운행 중에 버스와 충돌했다. 사
고 당시 구글의 ‘렉서스 RX450h’ 자율주행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우측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차로 주행 중 도로 배수로 모래주머니를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크게 우회전 하기로 판단

-

했다. 시속 약 3.2킬로미터로 주행한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옆 차로에서 다가오는 버스를 인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캘리포

했다. 이 자율주행차는 시속 약 21.4킬로미터로 다가오는 버스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판단하

니아에서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28건의 사고 자료를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였지만, 버스 운전자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했고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버스의 우측 측면에 부딪

구글, 웨이모, 도요타, GM, Drive AI, AURORA, UATC, Zook, Jingchi 등 약 13개 제작사가 시험

치게 되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차의 주행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버스 운전자와 버스가 속도를

운행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오후 시간대에 약 62%가 발생했고, 주요 발

줄여 양보하리라 판단한 자율주행차가 상호 교감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꼽힌다.

생 장소는 교차로로 64.8%에 달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66.4%가 자율주행 모드였고

두 번째 사례는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이 중에서 79.5%가 교차로였다. 특히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일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의 ‘모델S’에 탑승했던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인 ‘오

반 차량과의 상호 작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교차로의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토 파일럿’을 사용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트레일러가 있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자율주행차는 기다리는 데, 후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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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율주행차를 추월 혹은 서행으로 진입할 때 충돌 사고가 있다. 더불어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

자율주행 안전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율주행차가 진행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옵션존에 놓여 있을 때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

-

로 나타났다.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위해 옵션존에서 정지했는데 후행 차량은 자율주행차가 정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 관련 안전성을 확보하

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그대로 주행하다가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외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약 60% 정도가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혹은 고장에 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찬찬히 살펴보면 자율주행차의 기

Commission for Europe)에서는 2016년 자동

술이 완성 단계가 아니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사고

차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는 비엔나

발생 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행 안전 체계

협약을 개정해 자율주행차의 기능이 작동되는

를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때에는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 자체가 운행 지

먼저 윤리는 바로 안전과 직결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도로교통 상황을 이해하고 윤

배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리적 판단에 의해 운전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믿음이 있다. 이에 반해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가

또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위해 각국에서

판단을 내리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윤리를

는 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논하며 자주 거론되는 트롤리 딜레마는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를 주행하는 중

연방정부에서는 ‘Self Drive Act’를 발의하여 하원을 통과했는데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

직면할 수도 있는 딜레마 상황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윤리적인 책임을 수반한다. 예를 들면

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의 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정부에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고자 핸들을 돌렸을 때 중앙선을 침범하고

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4단계와 5단계의 공공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입법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벽면 혹은 낭떠러지와 같은 막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2017년 시험운행을 목적으로 한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주행을 허용

말한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탑승자, 마주 오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피해를 보

하였는데 이때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하며 언제라도 운행 지배권을 행사할

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수 있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2018년 자율주행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0년 도쿄

쟁점이 된다.

올림픽 시연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차의 윤리를 논하며 자주
거론되는 트롤리 딜레마는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를
주행하는 중 직면할 수도 있는 딜레마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 3단계의 부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임시운행 허가를 통해 실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60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로와 교통 조건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우

상황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반드

윤리적인 책임을 수반한다.

시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에 대한 법과 제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규명과 보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를 개
정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도로를 동시 이용할 때, 도로의 이용에 대한 상호 이해와 새로운 운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자
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혼재되어 도로를 주행하게 될 때 차선의 양보와 같은 운전 문화를 어떻
게 자율주행 기능에 투영 시켜야 하는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더불어 일반인이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고도화 및 완전화에 집중되고 있어
기술에 대한 과신 혹은 불신이라는 양극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일반인의 자율주행차 기술 및 서
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은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실증운행 시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를 줄여가는 것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ANALYSIS 2

writer. 신동형(IT 칼럼니스트, 알서포트)

자율주행차의
완성도를 높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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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센서는 무한 경쟁 중
센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미세하다 하더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인지’ 역할을 하는 센서는 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며 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용 센서는 크게 카메라(Image Sensor), 라이
다(LiDAR), 레이더(Radar)가 있다.
첫 번째로, 카메라(Image Sensor)는 사람의 눈을 대신해 전면 차량은 물론 신호등과 차선, 교
통 표지판을 인식한다. 하지만 야간이나 악천후 시 판독이 어렵고 사각지대 및 가시거리 밖의
상황은 인지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카메라는 우수한 물체 판독력으로 충돌방지,
차선유지, 주차보조 등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일부 국가에서는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각지대 개선 및 인식 정확도 향상을 위해 초고화질 광각 카메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이미지 처리 기술도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두 번째로, 라이다(LiDAR)는 레이저 광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이지만 주변 환경을
3D로 인식할 수 있고, 150미터까지 360도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고정형(Solid
State) 라이다가 개발되면서 기존 360도 회전식 스캔장비보다 인지 각도는 일부 줄었으나 구
조의 단순화, 소형화, 가격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용이성이 증대되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
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재 수만 달러를 호가하는 가격이 수년
내 대략 250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세 번째로, 레이더(Radar)는 전자파를 이용하며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측정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탐지 물체의 종류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저렴한 강점에 주목한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고가의 라이다를 배제하고 물체 판독률이 좋은 카
메라와 레이더만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레이더는 장착
률을 높이는 컴팩트형 부품화, 레이더의 강점인 측정각이나 측정거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

고도화된 센서와

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이러한 센서들이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 개별
센서로는 인지 능력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지도 기술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의 보조(Driver-Assistance)
기능에서 출발해 핸즈 오프(Hands-off), 아이즈

‘인지’ 역할을 하는 센서는 더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며

오프(Eyes-off), 마인드 오프(Mind-off), 드라이브

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용

오프(Driver-off) 단계로 발전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센서는 크게 카메라(Image Sensor), 라이다(LiDAR),

단계적 발전에 있어 ‘인지-판단-제어’의 기술적 뒷받침이

레이더(Radar)가 있다.

무엇보다 요구되며, 그 중심에 센서와 지도 기술이
자리한다. 고도화된 센서와 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으로 날로 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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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에 가깝게, 정확하게, 저렴하게: 초정밀지도

센서와 지도 간의 빠른 정보 교환과 저장: 동적정밀지도

-

-

자동차용 지도는 크게 항법지도, 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지도, 정밀지도로

정밀지도는 더 세부적이고 즉각적인 교통 정보를 담으려는 LDM(Local Dynamic Ma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항법지도는 일반 자동차나 스마트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에

발전하고 있다. LDM은 자동차와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정적 또는 동적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탑재된 지도이다. 주로 도로 단위의 정보를 표현하는데 목적지를 찾아 그곳까지 향하는 경로를

소이다. LDM은 향후 4단계에 걸쳐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단계는 영구 정적 데이터에 정

탐색한다. ADAS지도는 기존 내비게이션에 도로의 곡률과 경사를 추가해 ADAS 기능이 정교

밀전자지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제한적 정적 데이터에 도로시설물, 표지판 등 도로 정

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정밀지도는 여기에 차선, 신호등, 표지판 등의 정보를 포함

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3단계는 제한적 동적 데이터에 교통신호와 교통 정보(사고·정체·공사

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고 안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등), 기상 정보 등 실시간 정보 저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동적 데이터에 차

정밀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MMS(Mobile Mapping System)가 탑재된 전용 차량이 필요한데, 이

량, 보행자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 및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수준은

차량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상대거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2D 또는 3D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

1단계를 넘어 2단계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2개 이상의 GPS가 상대위치를 측정해 정밀도를 높이고 있으며, 차량 속도와 방위각을 통해
터널 안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관성항법장치, 차량의 이동거리를 통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DMI(Distance Measuring Instrument), 그리고 다수의 카메라 등 각종 장비가 도로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축적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GPS 상시 관측소 데이터와 비교해 오차
값을 보정하고 후처리를 한 다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정밀지도로 생성된다.

정밀지도는 더 세부적이고 즉각적인

한편, MMS 차량이 24시간 방방곡곡 세밀하게 실시간으로 돌아다니기에는 제한이 있어 정

교통 정보를 담으려는 LDM로

보 수집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을 통해서 동적정밀지도

발전하고 있다. LDM은 자동차와

(LDM: Local Dynamic Map)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말기들도 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정적 또는 동적

대상 정보를 인지하고 편집하는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딥러
닝, 인공지능 등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항법
지도

ADAS
지도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이다.

정밀
지도

자율주행차의 완성도를 높여라
-

사용처

목적

구분 정도

포함 정보

아직 자율주행차용 센서들의 인식 성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에 사용

ADAS 기능 구현

자율주행차용 지도

목적지 검색

내비게이션 기반

차량의 정확한 위치측정

한 ‘인식’ 다음 단계인 ‘판단’을 위해서도 센서와 지도 간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우리가 내비

경로 탐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율주행 안정성 강화

게이션을 통해 운전을 할 때 미리 도로 환경을 알면 조금 더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운전을 할

도로 단위 구분

도로 단위 구분

차선 단위 구분

길 안내에 필요한

도로 곡률

차선, 신호등,

확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도에 실시간 동적 데이터를 포함할 때 확보된

목적지 정보 포함

경사 정보 포함

표지판 정보 포함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과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접목도 지속적으로 시행

차량과 도로 간의 협력은 물론, LDM처럼 지도 정보에 다각도의 정보를 결합해나가야 한다. 또

수 있는 것처럼 향후 나타날 정보를 미리 안다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자율주행 시대에는 왜 정밀지도가 필요할까? (HMG 저널, 2019)

마지막으로 센서의 더 폭넓은 적용을 위해 정확도 향상은 기본이고 장착 용이성, 가격 경쟁력

될 것으로 기대된다.

CULTURE

writer. 김영은(한경비즈니스 기자)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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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간정보
데이터로
수요와 공급
예측 및
관리까지

MICRO -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풍경이 익숙해졌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쏘카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전기자전거 공유 시장에 진출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미국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EU, 미국 등 총 승객 이동의 50~60%를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차지하고
있다. 도시화, 스마트폰과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위치기반 시스템의 발전까지 더해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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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구 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다. 카카오

* 마이크로 모빌리티란?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T바이크는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로 닿기 힘든 중․단거리 이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비교>

가 제조했다. 시범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600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400대)
다. 연수구 송도동 역시 자전거 전용도
로가 쾌적하게 정비돼 있어 다양한 모빌
리티 기업이 진출해있는 지역이다.
쏘카는 지난 3월 ‘나인투원’에 투자하
며 전기자전거 시장에 진출했다. 나인투

편리함과 친환경, 두 가지 매력

30 31

원은 국내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시대를

카카오 T바이크

서비스명

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

카카오 모빌리티

무게

26kg, 19kg

20kg

24인치, 20인치

휠 사이즈

20인치

시속 20km

최고 속도

시속 25km

최근 확대되고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친환경 동력을 기반

처음 연 기업이다. 나인투원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일레클

으로 중․단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시한 전

을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에서 선보였다. 쏘카와 일레클은 시범운

기자전거 ‘카카오 T바이크’, 쏘카가 투자한 ‘일레클’ 등 전기자전

영 지역이었던 서울 상암에서 마포까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거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일반자전거 공유 서비스와 가장

확대했다. 마포구는 따릉이 이용률 1위를 기록할 만큼 공유 서비스

대비되는 특징은 바로 ‘도크리스(Dockless, 비고정형)’다. 서울

이용 문화가 잘 확립된 곳이다. 배지훈 나인투원 대표는 “이동 수

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처럼 대여나 반납을 위해 별도의 거치대

요가 가장 집중돼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전기자전

전기자전거 8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서비스 또한

이미 성숙에 접어든 글로벌 시장

나 자전거 주차장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 게임 ‘포켓몬 고’를

거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된 전동킥보드 공

국내는 아직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초기 시장으로 평가된다. 풀

하듯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알려주는 위치를 찾아가면 된다.

일레클 이용방법 역시 카카오 T바이크와 비슷하다. 일레클 애플리

유 서비스는 ‘킥고잉’이다. 현재 15만 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

어야 할 규제와 숙제도 많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마이크로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주변에 배치된 이동수단의 위치가 뜬다.

케이션을 내려 받고, 가까운 일레클 자전거를 찾아 QR코드를 스

며, 누적 탑승횟수 60만 회를 기록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

해당 위치는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추적된다. 카카오 T바

캔하면 된다. 쏘카는 올해 상반기 서울 전 지역으로 일레클 서비

이 외에도 스타트업 ‘피유엠피(PUMP)’가 출시한 전동킥보드 공

르면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5년 300억 달러(약 33조

이크가 시범운영되고 있는 분당에서는 판교역이나 현대백화점,

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통근이나 통학 등 이동 수요가 집중된

유 플랫폼 ‘씽씽’, 매스아시아의 ‘고고씽’ 등이 있다.

원)에서 2030년 1조 5,000억 달러(약 1,700조 원)로 성장할 전

테크노밸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켜면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서울대·고

전기자전거를 5분 이내에 찾을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해 사람

려대 등 캠퍼스 내에서 중․단거리 이동이 필요한 대학 및 주변 지

공간정보를 토대로 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

크를 인수했다.

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세워두면 된다. 뒷바퀴에 있는

역을 거점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마이

이처럼 마이크로 모빌리티 성장의 배경에는 위치기반 기술이 자

미국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라임은 지난해 기업가치 1조 원을 상

잠금장치를 손으로 밀어 채우면 자동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크로 모빌리티 수요가 늘자 충전 플랫폼을 구축하는 곳들도 있다.

리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은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이동수

회하는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 설립 1년 안에 구글 모회사 알

전기자전거는 편리한 이용방법과 빠른 주행이라는 장점 때문에

GS25는 ‘고고씽’과 손잡고 편의점 점포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

단의 위치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택시 호출

파벳과 우버 등의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북미 시장에서 우

출시 후 사용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카카오 T

전거 충전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고고씽은 서울 강남과 경기

로 시작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수시로 급변하는 교통 수요와 공

버의 경쟁사로 꼽히는 리프트도 모티베이트를 인수했다. 완성

바이크는 출시 두 달 만에 누적거리 2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

도 판교 지역에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

급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 처리 역량을 전기자전거 공

차 제조 업체인 포드는 고바이크라는 전기자전거 공유 플랫폼을

유 서비스에도 도입했다. 카카오 T바이크는 데이터를 활용해 이

2017년 내놓은 데 이어, 지난해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 스핀을

용 패턴을 분석하고 전기자전거가 필요할 만한 장소를 사전 예

인수했다. 제너럴모터스(GM)도 전기자전거 브랜드 ‘ARIV’를 출

측해 배치한다.

시해 유럽 시장을 노리고 있다.

전기자전거 이용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위치정보가 활용된다. 카

관련 업계에서는 전기자전거 시장의 성공이 ‘관리’에 달렸다고

카오 모빌리티는 지역별로 별도의 전담 운영팀을 운영하고 있

입을 모은다. 고장 위험이 높고 수시로 충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 배터리 교체를 위해 운영팀이 주기적으로 전기자전거를 직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 부족과 함께 자전거 반납 등과

접 점검하므로 위치 확인 후 재배치는 물론, 불량 및 파손에 대

같이 시민의식에 맡겨야 하는 부분 역시 전기자전거 시장의 성

한 관리도 가능하다. 사용자들이 부적절한 위치에 주차된 전기자

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급변

전거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 세상만큼이나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첫 15분 1,000원 이후 5분당 500원, 보증금 1만 원

제조사

벨로스타

요금

첫 5분 500원 이후 1분당 100원

망이다. 우버는 지난해 4월 전기자전거 공유 스타트업 점프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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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영태(KBS 보도본부 디지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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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인 안락사와 마리화나도 허용된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자유와 개방’이라고 말한다. 이런
개방성은 스마트시티 건설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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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가상 발전소

(Amsterdam Smart City) 플랫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등록된 가장 대표적인

암스테르담은 시민과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시티젠(City-Zen)이다. 유럽연

개방형 플랫폼인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합이 2,600만 유로를 투자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

Smart City)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이 이뤄지고

정 도시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있다. 이 스마트시티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시티, 에너지,

10여 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동성, 순환 도시, 거버넌스와 교육, 시민과 생활이라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상 발전소’이다. 암스테르담의

6개 주제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뉴 웨스트(Nieuw West) 지역 주민들은 주택의 태양광

시민들은 자신의 계정만 만들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

발전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결합해 온라인 가상 발전

시하고 기업과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소(Virtual Power Plant)를 만들었다.

를 추진할 수 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6,000여 명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개별 주택은 자체적으로

시민과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진행 중인 프로젝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집에

트 수만 해도 230여 개에 달한다.

설치된 배터리나 지역 저장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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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스마트 그리드 & 가상 발전소

가상 발전소 ①

중앙 가상 발전소

가상 발전소 ③

가상 발전소 ②

이미지 출처 : amsterdamsmartcity.com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플랫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그리고 각 가정과 지역의 전기 사업자는 스마트 그리드

세계 최고의 스마트 경기장, 암스테르담 혁신 경기장

로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정에서 수요가 급

암스테르담 혁신 경기장(Amsterdam Innovation

증해 전기가 모자라면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

Arena)도 흥미로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꼽힌다. 네

거나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지역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덜란드 축구 대표팀의 주경기장인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

공급받는다. 반대로 전기 생산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지

는 대용량의 재생 배터리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역에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 개인 주택이 스마트 그

세계 최고의 스마트 경기장으로 평가된다.

리드를 통해 커다란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전기를

5만 5,000명의 관중을 수용하는 거대한 경기장의 지붕

생산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

은 4,200개의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다. 여기서 생산된

는 것이다.

전기는 3메가와트 규모의 배터리에 저장된다. 수천 가구

뉴 웨스트의 가상 발전소는 50가구로 출발했지만 참여

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가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 당국은 약 1만 가구를

이 경기장의 에너지 저장소는 전기차에 사용했던 재생 배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

터리와 새로운 배터리를 혼합해 구축했다. 148개의 자동

대 가상 발전소로 만들 계획이다.

차용 배터리를 연결한 에너지 저장소는 유럽 상업용 건

2019 SUMMER

이미지 출처 : amsterdamsmartcity.com

암스테르담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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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비콘 기술을 체험할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생태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건설의 핵심은 시민들의 참여로

비콘 마일을 걸어가면 각종 정보가 전송된다. 예를 들어

이루어지는 열린 생태계라는 것이다. 시민을 중심으로

식당 앞을 지나가면 스마트폰을 통해 메뉴와 가격은 물

기업이나 기관 등 누구나 암스테르담을 더 살기 좋은 곳

론 할인쿠폰까지 받을 수 있다. 비콘 마일에 있는 것 자

으로 만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 가운데 참

체만으로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여자들의 호응을 얻은 아이디어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한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을 지나면 현재 진행 중인 전시

로 구현되고 있다. 암스테르담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

나 행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버스정

티 가운데 하나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이런 개방

류장에 있으면 버스나 트램의 도착 시각과 노선에 관한

성이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행정의 관점이 아니라 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의 모범 사례로

체험들이 모여 더 발전된 체험으로 이어진다.

손꼽힌다.

전기차 충전소(위)와 암스
테르담 혁신 경기장의 재
생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
지 스토리지(아래).
이미지 출처 : amsterdamsmartcity.com

물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재생 배터리를 활용하는 혁신

비콘 기술을 체험하고 시험하는 리빙랩

적 아이디어 덕분에 지난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글로벌

암스테르담은 비콘(Beacon) 활용 분야에서도 주목할

친환경 어워드로 꼽히는 그린애플어워드(Green Apple

만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비콘의 사전적 의미는 위치를

Awards)까지 수상했다.

알려주는 불빛이나 신호를 말하는데, IT 분야에서는 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축구경기나 공연이 열릴

전력 블루투스를 활용해 반경 50~70미터 정도의 범위

경우에 보조 에너지로 사용된다. 그 결과 경기장의 전기

안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위치정보나 메시지 전송 및 모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주변 지역의 전기 공급이 훨씬 원활

바일 결제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리 통신장치 또는

해졌고 자체 디젤 발전기의 사용 빈도도 줄어 이산화탄소

그 기술을 말한다.

배출까지 감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초로 비콘을 실생활에 접목한 비

장 측은 현재 태양광 발전에 보다 많은 IT 최신 기술을 접

콘 마일(Beacon mile)이라는 리빙랩(Living lab)을 선

목해 효율성을 높이고 남는 에너지를 지역의 주택이나 전

보였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부터 시작해 마린터레인

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Marineterrein)까지 약 3.4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으

비콘 기술을 실제 생활 속
에서 체험하고 시험할 수
있는 비콘 마일.

비콘 마일 내 박물관, 식당,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된 비
콘이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전송한다.

TECH

writer. 최주연(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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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데이터를 20배 빠르게

이동통신 기술의 세대 진화에 따르면, 5G(5Generation)는 말 그대로
‘5세대’를 의미한다. 1980년대에 탄생한 1G는 아날로그 음성방식으로

초고속․초연결
세상의 문을 열다

유선전화의 틀에서 탈피하게 했고, 1990년대에 출현한 디지털 기반의
2G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3G는 세계 표준 디지털 방식을 선보
임으로써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며 사진을 찍고 전송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0년 전 등장한 4G, 즉 LTE 기술은 스마트폰으
로 고품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
지털 방식으로 변화한 2G 이후 4G(LTE)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은 보
다 많은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는 것을 목표로 진화해왔다.
이러한 속도와 데이터 용량의 측면에서 보면 5G는 4G에 비해 최대
100배 빠른 속도로 1,000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일례
로 4G 환경에서 5분이 걸렸던 2시간짜리 영화의 다운로드 속도가 5G
환경에서는 3초로 단축된 것이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1차선 도로가
10차선 고속도로로 진화’한 셈이다.
더 많은 곳으로 끊김 없이 동시에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5G 기술 중에서도 ‘초저지연(超低遲延)’을 강

거침없이
5G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과 함께 5G 시대가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1세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는 진화를 거듭해왔지만

조한다. 쉽게 말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지연이나 끊김(버퍼링) 없이 이
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4G 시대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힘입어 무한한 저장공간에 동시 접속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었다. 하지만 동영상을 비롯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진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종종 끊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네트워크 지연시
간을 사람의 신경반응시간 이내로 줄인 초저지연 기술에 기반한 5G
환경에서는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졌다. 이 기술의 파급 효과는 그야말
로 어마어마하다. 가깝게는 일반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AR)
이나 가상현실(VR) 등의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부터 자동차, 의료, 교
육, 재해․재난 예방까지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연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4G 환경에서 1km2당 10만 개에

전문가들은 “5G는 이동통신의 진화를

불과했던 동시 연결기기의 수가 5G 환경에서는 100만 개로 10배 확장

넘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된 것.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은 물론 사물과 사물까지 시간과 장소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증강․가상현실, 드론, 스마트시티 등

초연결성은 특히 통신의 무게 중심을 사물과 사물 간의 통신으로 옮기

공간정보와 연계한 분야에서 결정적인

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5G 시대에 즈음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G와

는 6대 융합 서비스로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재해․재난대응, 증

함께 공간정보 기술은 보다 고도화되고 그

강․가상현실, 스마트시티․팩토리 등을 꼽은 바 있다. 해당 분야를 중심

활용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으로 5G 기술이 바꾸어 놓을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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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5G 용어사전

강화된 안전성으로 이동의 개념을 바꿀 것

5G의 출현은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국내의
한 정보통신기업은 “미래 자동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
다. 이동은 부차적 기능일 뿐, 통신망 연결을 통해 차 안에서 다

화재 감지센서 등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피해 확산을 막고 구조

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재난 현장에 자율주행 드론을 투입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다. 자율

해 재난 정도와 부상자의 위치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시간 통

주행차는 운행 중 주변 환경과 돌발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정

신이 가능한 로봇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구조에도 나설 수 있

보를 인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에 장애물이 나타

다. 나아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5G의 초저지연 기술을 활용

날 경우 사고 여부 즉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 원격 진료를 진행한다면 인명 피해도 최소화될 것이다.

데이터 전송시간이다. 그런데 현재의 4G의 경우 시속 100km
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장애물을 인지하고 멈추는 데 1m 안
팎의 오차가 발생한다. 반면 5G의 경우 오차 범위를 2.7cm로
감소시킨다. 탄탄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레벨이

스마트시티 & 스마트 팩토리

네트워크 슬라이싱
Network Slicing

빔 포밍
Beam Forming

MIMO
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쪼개 맞춤형

안테나의 빔이 특정 단말기만을 비추도록

기지국과 단말기에 여러 대의 안테나를 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예를 들어 별도의

하는 기술로, 4G가 특정 지역과 장소에 빔

치해, 안테나 수에 비례해 용량을 높이는 기

상승하고 결국 인간이 운전으로부터 해방된다면, 자동차의 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향한 기술

네트워크 구축 없이, 자율주행차에는 초저

을 쏘는 방식이었다면 5G에서는 개개인에

술. 5G에서는 4G 시절 부족했던 안테나의

념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자동차는 이동만이

스마트시티 역시 5G의 바탕 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빠

지연 성능을, 소량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해

게 다수의 빔을 쏘아 끊김 없이 인터넷을 사

수를 늘이고 2차원으로 배열을 바꿔 위치에

아닌 새로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리라는 예

르고 정확한 관제가 있어야만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

야 할 경우에는 초대용량 연결 성능을 중심

용할 수 있게 됐다.

상관없이 사용자를 인식하고 동시 수용 가

상이다.

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사물인터넷 센서로 시설물의

으로 서비스한다.

능성을 높였다.

균열이나 기울기, 온도 등을 탐지하고 신속 대응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5G 네트워크에 연결된 드론 등을 통해 해양과 하천
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통해 24
시간 내내 상황을 파악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5G의 초연결이 특히 돋보인다. 제품에

재해․재난 대응

부착된 센서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내 기계들이 데이터를 주고

장과 상황실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설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5,000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2,200만 개의 새로운

받으며 제품의 공정단계와 이동경로, 생산량 등을 파악함으로

점검해 고장과 안전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초저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

써 사람이 일일이 기록하고 보고하는 과정은 생략된다. 또한 현

지연에 기반한 초고화질 관제영상을 통해 일정한 품질 유지도

와 함께 공간정보 분야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진화해갈

가능해진다. 여기에 자율주행 무인운반, 원격제어 등의 기술까

까. 최근 4G를 활용해 오차범위 30m 이내인 위치측정 기술을

지 결합된다면 더욱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 공승현 교수 연구팀은 “5G를 이용하면
오차 범위를 15m 이내로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I․드론과의 시너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한 5G와 결합한 드론을 활용해 터널이나 지하, 해양에서의 공

향후 과제

간정보 수집이 쉬워지는 등 위치기반 관련 정보는 한층 고도화

술을 결합해 유의미한 패턴을 포착한다면 바람의 방향이나 구

5G와 함께 더욱 발전해나갈 공간정보

한편,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그 중요

름의 모양을 보다 정확히 해석해 쓰나미, 지진 등의 전조를 예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마킷은 2034년 무렵 5G는 12조

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의 각 주체들은 공간정

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시에 찾아오는 각종 재난

3,0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

보 자체의 고도화 및 신기술 개발 노력은 물론, 5G를 비롯해 시

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지역 인근의 CCTV와

니라 콘텐츠 제작,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관련 시장에서도 3조

너지를 높일 수 있는 융복합 연구와 실증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초고속,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5G 시대에는 전 세계 기상위성
과 레이더, 센서의 정보 수집이 한결 수월해진다. 여기에 AI 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

SPACE

writer. 강진우(자유기고가)

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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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 단 지 성 을
커다란 공간을 여러 사무실로
나눈다는 측면으로만 보면, 공
유오피스는 기존의 소호사무실
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최근 공유오피스가 새
시대의 혁신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업종은 다를지언정 상황은 비슷한 스타트업이

공
오

유
피

스

한데 모여 교류하고 그 안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시너지를
공유오피스의

내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는 단지 공간의 쉐어가 아니다.

‘이유 있는’ 소통 장려

집단지성의 결합이다.
공유오피스의 기본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기존에 한두 개 기업이 머물던 사무실을 수십 개로 쪼개
소규모 스타트업의 업무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명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지식정보 기반 사

나

누

다

업을 펼치려 하는 소규모 기업, 그리고 이제 막 첫발을 뗀 스타트업은 굳이 사무실의 크기가 클 필
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작은 편이 고정비 절감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사무실이 필요
하지는 않지만 무언가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업무공간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공유오피
스는 훌륭한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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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유오피스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다. 다만 그때는 ‘소호사무실’이라는 이
름으로 불렸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소호사무실과 공유오피스를 구분하는 까닭은 목
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유오피스는 ‘입주 기업들끼리 활발하게 교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명제에 충실해야 한다.
소호사무실은 큰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갠 것에 불과하다. 그 안에 입주한 기업들은 교류가 거의 없으
며, 소호사무실을 만든 사업자 역시 소통의 장을 만들지 않는다. 반면 공유오피스는 공유오피스를
만든 사업자가 직접 나서서 입주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법률·세무 등
스타트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를 마련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공유
오피스는 주방, 로비, 휴게실 등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입주 기업들 사이의 소통을 장려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창조’가 아닌 ‘혁신’이다. 전자는 없던 것을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
내는 활동이고, 후자는 있는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다. 인류 문명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요즘에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말이 절실히 와 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보다
혁신을 부르짖는다. 이러한 혁신은 묵은 것에서 새로운 측면을 찾고, 여러 분야의 힘을 하나로 모
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려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한다. 공
유오피스는 바로 이 역할을 맡기에 제격이고, 입주 기업들이 협업과 집단지성 발현으로 오래도록
목적성이 분명해야

잘돼야 임대수익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공유오피스의 소통 분위기는 이러한 연유로 형성됐고

후회하지 않는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쯤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유오피스 특유의 활기찬 네트워킹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창조’가 아닌

는다는 사실이다. 새 학년을 맞아 새로운 반에 편성됐다고 해서 반 학생 모두가 친해지지 않는 것

‘혁신’이다. 전자는 없던 것을 완벽하게 새로

처럼, 공유오피스에서도 기업 철학이나 가치관, 사업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시너지가 발휘

만들어내는 활동이고, 후자는 있는 것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 혼자 다니는 아이가 있듯, 공유오피스 속에서 홀로 움직이는 기업들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일이다. 인류 문명이
정점에 이르고 있는 요즘에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말이 절실히 와 닿는다.

도 상당수다. 따라서 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이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서 입주 기업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 이벤트
에서 얼굴을 내비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유오피스는 잘 기획된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
만 사회에 나온 이상, 뭔가를 이루려면 직접 움직이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
킹과 타 분야 기업과의 협업도 마찬가지다. 공유오피스가 마련한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함
께할 사업 파트너를 열심히 물색해야 한다. 당장의 협업을 위해서가 아닌,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입주 기업과의 관계를 돈독히 가져가야 한다. 공유오피스는 그
계기를 마련해줄 뿐이다.
따라서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각자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지 작은 사무실이 필요할 뿐이라면 지리적 이점과 임대료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
과 교류·협업하고자 하면 이러한 측면에 특화된 공유오피스를 찾아 나서야 한다. 2010년 이후
공유오피스가 급증하고 있고, 그만큼 각각의 특색도 다르다. 따라서 수많은 선택지 중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유오피스를 선택해야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19 SUMMER

46 47

공유오피스 개념은 대기업에서도 적극
차용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
사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날 일할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공유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유오피스는
‘시대의 방향성’

공유오피스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에는 분명한 콘셉트를 지닌 공유오피스도 증가하고 있다. 프랑

공유오피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위워크(WeWork)’의 메인 테마는 소통이다. 내부 계단은 사

스를 대표하는 공유오피스 브랜드 ‘쿽(KWERK)’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 유연한 사고를 펼칠 수

람들이 물리적으로 부딪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좁게 설계됐고, 사람들이 한데 모

있도록 여행을 테마로 정했다. 이에 따라 쿽의 공유오피스는 부티크 호텔이나 뮤지컬 무대, 아트

여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로비와 회의실이 마련돼 있다. 위워크의 이러한 철학을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다. 유리관 속에 하얀 코끼리, 문어, 새, 용 등의 조형물을 설치해 판타지 영

눈여겨본 일본 소프트뱅크는 재작년 8월 44억 달러를 투자, 그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위워크는

화 속의 한 장면이 펼쳐진 듯한 풍경을 선사한다. 이처럼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창의적인 작업을

2016년 우리나라에도 진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유오피스 개념은 대기업에서도 적극 차용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 사옥을 대대적

영국의 공유오피스 브랜드인 ‘소호 웍스(SOHO WORKS)’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놀이터처럼 꾸

으로 리모델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날 일할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업무에 집중하

며져 있다. 3D 프린터·사무용품·각종 화구 및 공구 등을 두루 구비해 놓았으며, 촬영 스튜디오나

는 공유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예 공유오피스에 계열사를 입주시킨 대기업도 상당수. 이는

도서관, 컨퍼런스 콜을 위한 프라이빗 폰 부스 등도 마련했다.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 소파와 낮은

공유오피스의 방향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다양한 사

조도의 조명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주방·루프·테라스·샤워실·로커룸 등을 통해 휴식

람들과의 소통과 협업, 그 안에서 발현되는 시너지와 혁신을 위해, 공유오피스는 지금도 묵묵히

도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교류 중이다.

GLOBAL TREND

writer. 강진우(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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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기술로 빠르고
편리하게 날아오르다
Smart Airport
전 세계를 강타하는 ‘스마트 바람’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바로 각국의 대표 공항이다. 그간 감내해야
했던 공항 특유의 불편함을 최첨단 기술로 하나씩 타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공항을 ‘스마트
공항(Smart Airport)’이라 부른다.

공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에 서다

1945년 900만 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항공기 이용객 수는 현재 연간 40억 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항공기는 여전히 가장 이용하기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출국 세 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권을 받고 수하물을 부쳐야 하고, 줄을 길게 서서 출국심사를 받
아야 하며, 게이트를 찾기 위해 헤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더군다나 힘든 비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다시 입국심사와 수하물 수령을 위해 족히 한 시간은 더 공항에 머물러야 한다.
행여 항공기가 연착되거나 결항되면 공항 곳곳은 방랑자들의 숙소로 돌변한다. 이처럼 이용객
이 감수해야 할 수많은 불편함은, 편리하고 빠르게 바뀌는 세상의 방향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
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스마트 공항은 그래서 태어났다.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
두인 ‘스마트’를 접목, 이용객들에게 진일보된 편의성·신속성·정확성을 제공하는 21세기형 공
항이다. 곳곳에 로봇이 돌아다니며 안내와 이동을 돕는가 하면, 스마트폰 하나로 공항의 모든
장소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출국 및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수하물을 원하는 장소까지 미리 보낼 수도 있다.
공항의 이와 같은 변신, 그 이면에는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를 하나로 통합·분석·실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한층 높은 효율
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를 섣불리 삶의 터전인 도시에 적용했다
가는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공간에서
순차적으로 적용·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공항만큼 이 역할을 맡기에 제격인 곳도 드물
다. 공항이 스마트 시대의 최대 수혜자인 이유다.

2019 SUMMER

50 51

‘스마트하게’ 변신 중인

BEACON

인천국제공항

RFID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6월부터 ‘인천 스마트 에어포트 플러스(Incheon Smart Airport +)’ 프
로젝트의 막을 올렸다. 세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여행객 혼자서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이용객이 집에서 수하물 위탁을 할 수 있게 하는 홈 체크인

FACIAL
RECOGNITION
SYSTEM

서비스, 생체인증 출국심사, 터널형 보안검색 등 스마트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내실 있게 갖춰
두 손이 자유로운 ‘핸즈프리(Hands-Free)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로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에어스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공항의
다각도로 실현되고 있는
스마트 공항

각종 정보 시스템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어스타는 색다른 경험과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
함과 동시에 경비나 청소 등 부가적인 업무도 맡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총 674대에 달하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에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지난 6월 2일, 제75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의 최대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 디지털 사이니지’도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 탑승권을 태그하면

관심사는 공항의 효율성 개선. 이를 위해 IATA는 여권 없이 생체 정보만으로 탑승 수속을 밟을

관련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원터치 시스템은 물론, 이용객이 질문하면 답변을 화면에 보여주

수 있는 생체인식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세계 각국 공항에

는 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어를 포함한 4개 국어를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기에 그 활

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인식률이 99.98%에 이르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토

용성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로 항공 수하물 추적 시스템을 4년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IATA는 이를 통해 수하물 사고율

현대의 공항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라는 한정적인 기능에 머무르지 않는다. 외

을 최대 25%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국인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마주하는 ‘나라의 얼굴’이자 내외국인 모두에게 세계

이렇듯 스마트 공항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유수의 공항들은 최첨단

곳곳으로 향하는 쾌적하고 즐거운 관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스마트 공

기술을 앞다퉈 적용하고 있다. 중국 두바이국제공항은 작년부터 ‘스마트 터널’을 설치, 시범운

항은 변화의 가속도를 높일 것이다.

영하고 있다. 스마트 터널은 홍채와 얼굴을 인식, 탑승객 정보와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여권심
사가 따로 필요 없다. 이를 통해 길게는 수십 분까지 걸리던 여권심사를 단 15초 만에 끝낼 수
있다. 인도 켐페고우다국제공항도 올해 2월부터 탑승 수속을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대체했다.
네덜란드 스키폴국제공항은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신호를 활용해 위치 및 주변 정보를 알려주는
비콘(Beacon) 기술을 공항 전역에 적용했다. 이용객이 스마트폰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
드 받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을 켜면, 현재 위치와 주변 정보는 물론 상점의 할인쿠폰 발급
이나 게이트 길 안내, 비행기 연착륙 시간 안내 등 공항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국제공항은 터미널에 수백 개의 센서를 설치, 승객 흐름을 실시간으

INCHEON
SMART
AIRPORT +

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탑승 수속과 수화물 이동의 효율성
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아부다비국제공항은 이렇게 취합한 정보를 공항 전
반의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 공항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므로 태양광 발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십분 활
용한 것이다. 한편 미국 포트워스국제공항은 일조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창문의 투명도를 자동
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유리를 설치해 한층 쾌적한 공항 내부를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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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2019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살펴보기

비전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 코리아 실현

목표

데이터

신산업

국가경영

활용

육성

혁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정보 융합 생태계

공간정보가 융합된 정책결정으로

공간정보 생산과 개방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스마트한 국가경영 실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 기반전략 ]

전략 3. [ 성장전략 ]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매칭 기능 강화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기반 마련

▹창업지원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지적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공간정보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지원 및

전략 2. [ 융합전략 ]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기반기술 개발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전면 개방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를 제대로 활용해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총 3,328억 원 규모로 778개 국가공간정보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적인 시행계획을 개괄하고 주목할 만한 주요 사업을 정리해 소개한다.

▹양방향 소통하는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
효율화 추진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정책혁신 견인

전략 4. [ 협력전략 ]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
▹공간정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협력적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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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진행방향
Mini Interview

지금까지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정책은 크게 네 가지 성과를 축
적했다. 첫 번째,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공간정보 관련 신사업
육성기반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관련 제도와 표준 제정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운
영 등을 추진했다. 두 번째, 공간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통한 데
이터 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센터는 44개
기관에서 수집한 30종, 2,021건의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관 파열에 따른 난방 및 식수 공급 문제나 지하에 매설된 통신
구의 장애 등 여러 생활밀착형 안전 문제에 대응하려면 지하공간 통

2019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 만들어지기까지

합지도가 필수적입니다. 지하시설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토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김보민 사무관에게 듣는다

교통부는 수도권 10개 시를 대상으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Q

또한 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양산단층 주변에 위성을
이번 계획이 발표된 배경이나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 부

기반으로 하는 정밀한 상시관측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총 7개의

탁드립니다.

상시관측소를 통한 지각변동 감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지각변동
감시체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지각변동량을 계산하게 되고, 지진

세 번째,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융복합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공간정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

을 지원했다. 역세권 토지이용 구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부

립하고 있고, 해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하

향후 국가공간정보정책은 수요자 맞춤형

산),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 분석(산단지원센터, LH), 교통카드

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토공간정보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

공간정보 제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강화,

DB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 분석(전주) 등 범부처 분석과

성장동력 발굴 및 가치창출 기반 확보가

제를 수행하고, 대전·오송역 등 7대 철도역사를 대상으로 3차원

그 핵심으로 자리할 것이다.

실내공간정보를 구축·제공한 바 있다. 네 번째, 공간정보 인재

정밀한 도로지도가 필요하고, 도로의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 각종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특성화고

사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지도와 위치기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용위성

등학교와 대학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선보이고 창업 페스티벌과

반 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토공간정보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반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를 예보하기 위한 기상관측위

이라 하겠습니다.

성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근 국가까지도 넓게 관측해서 기상의 흐름

현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인 ‘공

을 파악한다면, 공간정보관측 전용위성은 좀 더 좁은 범위에서 해상

한편, 향후에는 두 가지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될 방침이다. 첫

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 코리아 실현’

도가 높은 도로, 건물, 수계(물의 경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째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강

에 따라 국토정보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2019년 올해의 시행계획

또한 공간정보관측 전용위성에서 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국토위성센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수립 배경

화, 두 번째 성장동력 발굴 및 가치창출 기반 확보가 그 핵심이

은 이 5개년 기본계획의 2차년도인 2019년에 해당됩니다.

터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 수원시) 안에 3층 규모 건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정책의 발전방향을 제

다. 공급자 위주의 단순 개방·공유 체계가 아닌 수요자 맞춤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6조에 따라 5개년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물(연면적 980제곱미터)로 짓고 있습니다.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공

시하고,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

으로 공간정보를 선별해 융복합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활용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매

간정보관측 전용위성 1호와 2호가 찾은 정보의 수집시스템, 활용처

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2018년

리시스템, 활용 웹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단위로 수립된다. 1995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래, 이번에 제

기관 간의 협조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

7월 중앙부처, 2018년 10월 지방자치단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6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간정보사업 관련 예산 역시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의존한 측량 및 공공 시스템이 아닌 다양

장관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위원회 심의(2018년 12월)를

순차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한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들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 등의 지원을

1995년 10개 사업 68억 원의 예산에서 이번 2019년 778개 사업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비롯해 스마트국토엑스포 등을 개최했다.

규모와 단층 모델을 추정하여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트시티 등 새로운 산업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점요소로 공간정

Q

보를 꼽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달리려면

상황은 어떠한지요?

한 위치, 경로, 이름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

거쳐 국가 시행계획을 확정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2019년
시행계획입니다.

Q

여러 사업 중에서도 특히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
발 및 국토위성센터 설립’이 눈길을 끄는데요, 현재 진행

초융합·초연결·초지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아 ‘공간정보’의 가치와 활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

이번 시행계획은 2019년에 8개 중앙행정부처의 66개 사업과 169개

다. 이와 같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3,328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번 제6차 계획은 그동안 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및 도, 시군구)의 712개 사업을 아우르고 있

목표,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행된 공간정보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 하에서 다양한

습니다. 2019년도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 사업계획,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되었다. 산·학·연·관 등
에 걸쳐 데이터 구축·관리, 연계·서비스, 산업육성 활성화, 정책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주택토지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잘 추진해서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길 바랍

>2019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니다. 이러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실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국토
교통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스마트

기반 등 4개 분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11회에 걸친
토론이 진행됐다.

Q

국토엑스포’를 주최합니다.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등이 함
올해 국가공간정보사업은 3,328억 원 규모로 778개가

께 이뤄지는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공간정보의 연결과 융합, 스마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트한 미래에 대해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그 이유에

이 행사는 크게 비즈니스 성과 창출, 국내외 첨단 기술 전시, 창업 및

대해서도 언급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 공간정보 융복합 지식과 글로벌 선진 기
술 공유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니 많은 참

수도권 10개 시에 구축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사업입니다. 노후상

여 부탁드립니다.

INDUSTRY

writer. 박향아(자유기고가) photo. 안용길

AI 드론으로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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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

에 영어의 접미사 ‘-ify’를 붙여 만든 것으로 ‘모든 것을 무인기
계화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비파이가 무인기계화 하는 대

유비파이

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창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유비파이의 ‘모든 것’은 드론. 다시 말해 사람의 개입을 최
소화한 ‘스스로 비행하는 로봇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UVify

파일럿을 꿈꾸던 소년이 만든 AI 드론

‘저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날다니!’ 어린 소년에게 비행기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히어로’였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줄곧 ‘파일럿’을 꿈꿨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꿈은 조금씩 희미해졌고, 자연스
레 ‘로봇공학자’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가장 좋은 놀이였으니, 즐기며 잘할 수 있는 일이
라 생각해서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시절, 임현 대표는
온통 로봇에 빠져 있었다. 사람처럼 스스로 움직이며 임무를 수
행하는 로봇을 만드는 일은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그 관심이
무인항공기인 드론으로 옮겨간 건 박사 과정에 들어서면서부
터다.
“현재 시중에 나온 드론은 조종대를 잡고 이동위치를 수시로 정
모든 것의 ‘무인기계화’

해줘야 하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조종을 해야

유비파이는 2014년 임현 대표와 2명의 친구가 설립한, AI 기반

하니 더 넓은 지역을 오랜 시간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비

의 드론 개발 스타트업이다.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에 회

행이 아니라 단순히 날아다니는 작업만 수행하는 거죠.” 의문이

사를 설립했고, 임현 대표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인근에 R&D 센

생겼다. ‘그렇다면 드론이 스스로 공간정보를 인식해서 자유롭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터를 마련해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싱 드론

게 비행을 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AI 드론 개발이 시작됐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평창의 밤하늘을

계의 페라리’라 불리는 ‘DRACO’를 출시, 세계 드론 시장의 관

수놓은 드론 라이트 쇼였다. 1,218대의

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유비파이가 그려나갈 궤적은 그보다

드론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그려낸

높고 광활하다.

오륜기와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레이싱카를 만들어 레

당시에는 인텔에서 만든 드론이 그

이스에 참여하지만, 그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주인공이었지만, 또 한 번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의 기술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직관

올림픽이 열린다면 그때는 우리 기술로

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신생 업체인 만큼

만든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지도

세계 시장에 우리의 기술력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방법

모르겠다. 이미 세계 각국의 무수히 많은

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레이싱 드론을 출시한 거죠. ‘페라리’

밤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그 기술력을

라는 수식어를 얻었으니 전략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유비파이의 자유로운

진짜 목표로 하는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야죠.”

비행을 주목한다.

유비파이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는 회사의 이름 안에 있다. 유
비파이(UVify)는 ‘Unmanned Vehicle(무인기계)’의 약자 ‘UV’

DR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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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PS 없이 비행하는 AI 드론이 가져올 변화

현재 유비파이에서 만든 드론은 전량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대
부분 라이트 쇼에 사용되는데, 폴란드·루마니아·독일·스위스·
미국·캐나다에서 수차례 라이트 쇼를 진행했다. 생산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매년 2배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율주행 AI 드론’의 상용화도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AI 드론을 통해 추출한 공간정
보의 정확성. 유비파이는 초당 30장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통해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이동로봇 연구 당시 축적한 신호처리 및 제어 기술을 통해 비행
의 안전성을 더했다.
유비파이의 기술은 앞으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

SLAM

로 예상된다. 보다 정밀한 국토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르
게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AI
드론은 GPS가 되지 않는 실내공간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실내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AI
드론을 활용한다면 건물의 실내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가능합니
유비파이의 기술은 앞으로

다. 이렇게 확보한 공간정보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

유비파이에서 개발 중인 AI 드론의 핵심기술은 임현 대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큰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

가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연구해온 SLAM(Simultaneous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이 AI 드론이 축적한 실내의 공간정보를 통해 화재 진압 경로를

드론에 공간을 인식하는 ‘눈’을 달아주다

Localization Mapping: 로봇의 위치인식 및 지도작성) 기술이
다. “조선시대에 김정호 선생이 만든 대동여지도는 현재 인공위
성으로 찍은 사진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밀합니다. 아

비용으로 보다 빠르게 얻을

마도 김정호 선생의 머릿속에 자리한 SLAM 알고리즘이 한몫

수 있고, 다양한 산업에도

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LAM은 이동로봇이 위성항법장치

활용될 수 있다.

(GPS)의 도움 없이 자신의 위치를 계측하면서 동시에 주변 환
경의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이에요. 스스로 위치를 파악해 새로
운 공간정보를 그려나가는 거죠.”
기존의 드론이 단지 ‘하늘을 나는 단순한 작업’에 머물러 있다면
SLAM 기술을 탑재한 유비파이의 AI 드론은 세상에 없었던 전
혀 새로운 모습이다. 드론에 사람의 ‘눈’을 달아준 것. AI 드론은
2대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수집한 뒤 주변의 공간정보를 추출
한다. GPS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집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주변 지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 정확하고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

파악해 신속한 대처를 하는 거죠. 발전소와 같이 위험한 공간에서

보다 정밀한 국토정보를 적은

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들을 AI 드론이 대신할 수도 있고요.”

GPS

더욱 발전된 AI 드론을 만들기 위한 유비파이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그들의 자유로운 비행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희망
의 날갯짓이 되길 응원한다.

EDUCATION

writer. 최주연(자유기고가) photo. 박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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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배려가 있었기에 몇 년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국내 공간정보 분야의 선
발주자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냈다.
1998년 1회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수많은 졸업생들이 해당 분
야 요소요소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고, 교수진
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커리큘럼 진화에 힘썼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04년 국방과학연구소 영상정보특화연구센터 연구실
지정, 2004년 GIS 교육센터 지정, 2006년 지능형국토정보사업
단 지정, 2011년 GNSS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2018년 국토위
성정보 수집 및 활용 기술 개발 연구단 선정 등 대형 연구과제

국가GIS(NGIS) 사업이 시작된 1994년, 인하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지리정보 특성화 학과인

선구자의 자부심으로 선도해온 25년

지리정보공학과를 신설하고 첫 신입생을 선발했다. 그로부터 25년, 국내 공간정보 분야의

국내 최초의 ‘지리정보 특성화 학과’라는 타이틀은 분명 영광스

이 같은 발전 과정을 거쳐 2014년,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선구자로 출발한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학생중심,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러운 것이었지만,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가 오늘에 이르기

는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했다. 이전까지 지리정보공학과였던

우수 인력들을 배출하며 주도자로서 우뚝 섰다.

까지의 과정은 ‘개척’과 다름 없었다.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

과의 명칭을 공간정보공학과로 바꾼 것이다. 현재 학과장을 맡

과 1호 교수인 이규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당시를 회상한다.

고 있는 박노욱 교수는 과의 명칭 변경은 해당 분야의 개념 확장

“국가GIS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하

에 따른 시대적 요구였다고 설명한다.

라는 요청에 따라, 1994년에 지리정보공학과 1회 신입생을 선발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사업을 주관하던 당시 건설교통부

했습니다. 해당 분야 전공자이자 1호 교수로서의 자부심도 컸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

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커리큘럼을

습니다. 지도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지리정보에서 보다 확장된

짜고 교수진을 구성하고, 전공 관련 장비도 마련해야 했죠. 그럼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희 역시 교수진, 학생들

에도 불구하고 열정 넘치는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재

과 협의를 거쳐 ‘공간정보공학과’라는 명칭을 선택했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교수진의 노력으로
수주한 대형 국가 연구과제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밑거름 위에서 최고 인재로 성장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공간정보
산업의 선구자이자 선도자로서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수주와 교육센터 유치라는 결실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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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생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각기 다른

“공간정보는 순수 과학이 아닌

관심사를 가졌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만큼, 관련 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고요. 연계전공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간정보

쓰일 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만 잘 알아도 엔지니어로서 활약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국토가 좁다

기술 발전과 함께 공간정보는 물류, 행정, 경영, 해양 등 여러 분

보니 국내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야의 툴로 활용되며 그 개념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첨단

장에서는 연계전공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기술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장을

실제로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에서는 공간정보의 개념 확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과 궤를 맞춰 위치기반IT(정보통신), 물류공간정보, 행정공간

- 이규성 교수

정보, 공간정보비즈니스, 해양공간정보공학 등의 연계전공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학, 통계, 산업경영, 경영, 문화 그
리고 공간정보공학과가 함께하는 융합 교육과정인 소프트웨어
융합 연계전공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
하지만 공간정보 분야의 선구자이자 선도자로서,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의 가치는 공학인증제에 따른 프로젝트 중심 설

“다소 거창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과는

공간정보 정체성 지키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계교육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이 방침에 따라 학생들은 거의 모

학생중심, 실무중심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공간정보 관련 대

든 전공 선택과목 수강 시 직접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고 이를

회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중심’, ‘실무중심’이라는 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고 가공해 학기 말까지 완

학과장인 박노욱 교수의 이야기 속에, 국내 공간정보 분야의 주

온 결과, 취업이 힘들다는 최근에도 졸업생의 70~80%가 기업

료해야 한다.

도자로서 자리매김해온 인하대학고 공간정보공학과에 대한 자

과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해 공간정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

“예를 들어 위성영상처리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학기 초에 위

부심이 듬뿍 묻어난다.

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

성영상을 활용해 어떤 공간정보를 생성해낼지 그룹별로 주제를

먼저 이규성 교수는 “과 설립 당시의 목표에 따라 최고의 인재

선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스스로 정한 주제에 맞는 인공위성

를 배출하고 이들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써 왔습

영상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직

니다. 앞으로도 그 지향점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접 설계해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해야 하죠. 학생들은 설계과제

뒤이어 학과장인 박노욱 교수가 의견을 보탰다.

를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ICT 등 신기술과 공간정보 사이의 교

덧붙여 이규성 교수는 프로젝트 중심의 설계교육은 실무 경험

집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간정보가 사회 전반으

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대학 4년 동안 스스로 프로젝트를

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공간정보는 전면에

구상하고 완수한 경험이 현업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드러나는 분야가 아닌 만큼, 융복합 과정에서 학문 자체의 정체

“이규성 교수님을 필두로 저희 과 교수진은 새로운 커리큘럼과

성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전공자

연계전공부터 설계교육까지,

교수법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앱 프로그래밍 수업, 3D 영

들부터 공간정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우수한 인재 배출을 향한 노력

상 프로그램, 실내측위 등 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동향에 따라 커

는 보다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하대학교 공

지리정보공학과에서 공간정보공학과로의 변화는 단순히 명칭

리큘럼을 발전시켜 나가야 학과는 물론 학생들의 경쟁력도 높

간정보공학과는 이 분야의 정체성 유지,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변경에 그치지 않았다. 전체 정원의 25%를 문과생 중에서 선발

아질 테니까요. 더불어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에

을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했고 커리큘럼을 보완했으며, 2013년부터 시작한 연계전공 프

앞서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한 강의 영상을 미리 학습한 후 강의

로그램을 한층 심화시켜 나갔다.

실에서는 토론과 과제 풀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형태) 등 새로

“공간정보공학은 여러 학문이 융복합된 다학제적 학문이기에

운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연구하는 본분에 충실한
학과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하며 공간정보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노욱 교수

FORUM

writer. 최정단, 이신경, 이정우, 강정규, 이동진, 송유승, 민경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커넥티드 융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연구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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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성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러한 커넥티드 기술을
접목하고 다양한 실도로 주행환경을 구축하여 반복재현

고령인구의 증대 및 출생인구의 감소로 과소지와 대중교

학습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기술 등이 기술의 신뢰성과 완

통 취약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증가하는 교통약자는 이동

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서비스 워크벤치

과 수송에 불편함이 발생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

를 통해 서비스 시나리오를 저작하고 저작된 시나리오를

다. 도심은 차량의 포화상태로 대기환경의 질이 나빠지고

생성하고 평가하는 전체 시스템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

도심도로는 주차장으로 변질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사고상황을 안

행자 모두에게 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이

전하게 재현 가능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높일 수

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친환경자동차와 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및 서비스

율주행 기술의 접목이 연구개발 중이다. 자동차에 국한된

워크벤치 기반에는 오토모티브 규격의 SW 플랫폼이 필요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더불어 자율주행택

하다.

시, 무인물류, 대중교통 셔틀 등과 같은 커

최근 ETRI에서는 수백 Mbps급 광대역 V2X 무선전송이

넥티드 기반의 다양한 신산업·신서비스가

가능한 V-Link 기술 연구를 통해 차량 고속주행환경에서

등장하고 있다.

100Mbps급 무선전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다수

자율주행차에서는 360도 Safety Belt를

의 차량이 통신을 하는 환경에서 Low Latency를 유지하

형성하기 위해 대용량 센서 융합 정보가

고 무선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발생되며 차량과 인프라 간 정보 전달을

현재의 WAVE 기술이 10MHz 혹은 10MHz 채널 대역에 적

위해 V2X Connectivity가 요구된다. 또

합한 IEEE802.11p 및 IEEE1609.x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

한 차량에서 다수의 카메라와 레이더를 이용한 주변 차량

나 V-Link 기술은 40MHz 이상의 광대역 채널을 활용한

정보와 차량의 운행제어 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100Mbps

기술로 새로운 광대역 차량용 무선전송 기술이다. 실도로

급 데이터 전송과 실시간․신뢰성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주행환경 데이터 및 가상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

차량에서 발생되는 정보는 V2X Connectivity를 통해 주

능 학습에 사용하는 기술과 이를 수집하고 저장관리하기

변 차량과 인프라에 제공함으로써 차량 센서의 가격을 줄

위한 HW 및 SW 플랫폼을 소개한다. 또한 오토모티브 규

이고 차량의 인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

격에 적합화 및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워

프라와 협력을 위해 V2X 통신을 활용함으로써 차량 레이

크벤치 플랫폼 동향을 살펴본다.

더 센서의 인지범위와 각도를 크게 확장할 수 있으므로 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자동운전에 머무르지 않고, 커넥티드 디바이스 및 서비스와 융합된 새로운 형태로

량에서의 센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주행제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종의 학문과 산업의

정보를 차량 간에 공유하고 제어 분야에 적용하여 주행 안

융합이 가능한 개방적이고 수평적 생태계가 활발히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과 향후의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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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커넥티드 융합 모빌리티 서비스

최근의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범주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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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와 일반인의 야간 교통사고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모빌리티 서비스 SW 플랫폼 기술 동향

은 실시간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AUTOSAR 기반의 Adaptive

해결방안으로 근거리 이동에 대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적으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 차량 중심의 방식은 주행환

Platform 개발을 진행 중이다. AUTOSAR 협회는 AUTOSAR

교통 서비스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 및 개념

경을 인식하고 예측 불가능의 돌발 상황 대응에서 한계점이 발견

Adaptive Platform 내에 ADI(Autonomous Driving

도는 <그림 1>과 같다.

되었다. 다양한 센서(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는 환경의 변화에

Interface) 규격을 정의하여 AUTOSAR Adaptive Platform과

따라 개별적인 특성을 보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센서 융

다양한 시뮬레이터 간의 통합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API를 제공

어 이동과 수송으로 부가가치가 재생산되는 모빌리티 서
비스로 다양화 되고 ICT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량 플랫폼의 개발이 요구된다.

합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차량 탑재형 처리 시스템의

하여 가상 테스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CES 기조 연설에서 포드, 도요타 등의 CEO는 이

이미 정해진 구간을 저속으로 주행하는 셔틀버스 시장과

활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이러한 오토모티브 규격에 적합한 AUTOSAR Adaptive Platform

러한 플랫폼으로서의 자율주행 신산업과 신서비스의 등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형 로봇 형태의 플랫폼 등이

보완하기 위해 인프라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탑재형 센서인지 범

의 인지와 판단 솔루션 개발은 이동과 수송, 물류 등 교통 서비스

장을 발표한 바 있다. 기계공학적인 자동차와 전자공학,

개발되고 있다. 셔틀 형태의 차량은 미국과 프랑스 등 운

위를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생성하여 행동

를 생산하는 워크벤치로 활용 가능하다.

SW 기술, 심리 등 융합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다

전대 없이 탑승 공간을 넓히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조

을 결정하는 엣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서버 기술이 연구 중이다.

양한 서비스 모빌리티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팀에

이스틱 등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

이러한 커넥티드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에서 수집된 다수 이종의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서는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통해 아동의 등하굣길을 순

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셔틀

센서정보는 차량뿐만 아니라, 엣지 및 서버로 분산되어 성능과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SW가 중심이 되는 완전자율주행 서비

찰하거나, 여성의 귀갓길 안전을 지원하는 등 확대되는

서비스 실증이 계획되고 있다.

정확도, 신뢰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다.

스는 운용 환경에 대한 대용량의 데이터 구축·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유효성 검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커넥티드 융합의 모빌리

<그림 1> 근거리 이동 교통 서비스 필요성 및 개념도

문제
정의

야간 안전 위험
귀갓길 교통사고, 미행 폭행,
금품 갈취

이동수단
변화

소형화
근거리, 개인형

해결
방안

엣지지능 플랫폼
보완적 인지판단 SW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화, 교통약자의
의료·생활·이동 불편

친환경화
에너지 저소비형
-

공유경제화
지방자치단체 소멸
농어촌 공동화, 대중교통
취약지 증가, 재정부담 가중

제한구역 셔틀형
-

빅데이터 정보화
도심 환경오염 재난
도심 자동차 진입 제한

비정형 주행환경의 자율주행 SW 플랫폼
AI 기반 인지판단 솔루션

차량·엣지·서버 분산 AI

클라우드 융합지능 플랫폼
자율주행 복합관제 SW

AUROSAR 기반의 모빌리티 SW 플랫폼

티 서비스는 완전자율주행 단계에 속하며 주행환경, 교통객체

급변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많은 해외

및 교통법규 등의 학습은 인간 운전자의 수준이다. 정해진 규칙

업체에서 오픈소스 기반 자율주행 SW 플랫폼을 개발·배포하여

을 기본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흐름에 적응하는 학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사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주행환경에의 반복 학습을 위해 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오토웨어는 나고야대학교 신페이 교수

상환경과 실도로 환경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

가 ROS 기반 자율주행차량 구축을 위해 2015년 공개되었으며,

러한 시뮬레이션의 주요 요소로는 다양한 지형과 환경 요소의

자율주행을 위한 3D 맵 구축, 위치추적, 객체인식과 차량 제어

변화를 높은 현실감으로 재현 가능한 그래픽 성능과 가상의 주

등을 제공하며 2018년 12월 개방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국

행 시나리오 생성 가능성, 현실에 가까운 학습 DB 구축 및 참값

제 협력 업체로 출범했다.

생성의 정확도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 제어와의 인터페이스를

아폴로는 중국의 바이두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가 자율주행

지원하여 모듈과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고차원에 이르기까지 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발하

류 발생 가능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고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HD 맵 서비스와 시뮬레이션 엔

아우디의 자회사이자 폭스바겐그룹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아폴로 3.5까지 공개했다.

담당하는 AID(Autonomous Intelligent Driving)는 2018년 6월

NVIDIA DriveWorks는 NVIDIA에서 제공하고 있는 GPU 보드

이스라엘 코그나타(Cognata)사의 시뮬레이션을 도입, 세계 각

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CUDA에 최적화

지의 도시 환경을 재현해 인공지능에 각 지역의 교통 상황을 학

된 딥러닝 기반의 인식과 판단기능 처리를 위한 다양한 라이브

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코그나타의 심클라우드(SimCloud)

러리와 개발도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SW 플랫폼이다.

는 시나리오 기반 HD 지도 생성, 센서 에뮬레이션, 날씨와 시간

대부분 위의 자율주행 SW 플랫폼들은 범용 또는 특화된 SW 플

대 조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주석 데이터 생성 기능을 제공하

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로봇용 메타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

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다.

는 ROS는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개발을 위해 오

웨이모는 다양한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워싱턴, 캘리

픈소스 프로젝트로 다양한 개발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 23개 도시는 물론 카크래프트

그러나 최근 자율주행 센서가 복잡해지고 처리성능이 확장

(Carcraft)라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두 가지 이상의 가상 시나리

되면서 실시간성과 보안문제가 대두되었다. 자동차 제조사들

오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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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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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응력 실험을 위해 고속도로, 도심, 교외, 커뮤니티 환

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행을 위한 인지와 판단 알고리즘 성능 향상에 활용 가능하다. 데

경을 조성된 환경이다. 스쿨존에서의 감속과 보행자 테스트, 고

[2017-0-00068, 운전자 주행경험 모사기반 일반도로환경

이터 가공 프로그램은 데이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도

속구간 자동차선 변경, 터널, 교차로 통과, 하이패스 등의 임무

의 자율주행 4단계(SAE)를 지원하는 주행판단엔진 개발]

구와 품질검사 도구, 수집 플랫폼 기술, 데이터 공유 표준, DB

를 운전자 개입 없이 4km 구간을 완주했다.

[9] J. Levinson, M. Montemerlo, and S. Thrun,
“Mapbased precision vehicle localization in urban
environments,”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vol. 4. 2007. p.1-8.
[10] Guideline and Requirements Adaptive AUTOSAR
for Application Developers V1.4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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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의
Problem Statement
▼

현재 여러 개의 분산원장 서비스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분산원장에 위치를 비롯해 좌표 및 좌표참조 시스템 등의 공
간정보를 인코딩하는 방법 관련 표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양
한 분산원장 시스템은 임시로 공간정보를 인코딩하는 방식을 사
용해왔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각기 다른 분산원장
시스템 사이의 상호 운영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호 운
영성이 제한되면 데이터 교환을 위한 방법이 제한되어 사용자에
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시스템 간의 낮은 상호 운영
성은 정보가 소멸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인다.
At present, there are several DLT services and networks
available. There is however no standard for how those DLT should
encode geospatial information such as locations, coordinates and
coordinate reference systems. The various DLT have therefore
implemented ad-hoc geo encoding approaches. This situation
is likely to lead to a problem of limited interoperability between
워킹 그룹의 목적

information held in different DLT networks.

Purpose of Working Group

Limited interoperability typically has the effect of higher

▼

costs for users because of limited options for data exchange.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도메인 워킹 그룹의 목적은 블록체인

Furthermore, the risk of information loss increases when there is

과 분산원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기술에 공간정보 적용

limited interoperability between systems.

을 표준화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도

OGC의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도메인 워킹 그룹에 대해
Open Geospatial Consortium (OGC)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BDLT)
Domain Working Group (DWG)

메인 워킹 그룹의 또 다른 목적은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있어 부족

블록체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산업은 금융이며, 암호화폐

한 부분은 무엇이고 장애물로 작용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

를 만들 때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꼽

는 것이다.

을 수 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여

분산원장은 복제, 공유 및 동기화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블록체인이 금융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활

되어 다양한 사이트에 보관된 디지털

The purpose of the BDLT DWG and its overall mission

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록을 일컫는데 디지털 기록이 서로

in relation to OGC processes and OGC’s business plan is to

폐는 물론이고 토지 등록 및 법률 관련 업무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연계되고 암호로 검증되는 블록체인 역시

building understanding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그리고 이때 공간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분산원장의 한 종류로 파악될 수 있다.

technologies, as well as the potential requirements for

쉽게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거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OGC는 이와 같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geospatial standardization within those technologies. Another

지,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

기술’과 관련해 ‘도메인 워킹 그룹’을

purpose of the BDLT DWG is to identify gaps and issues that

경계 정보는 토지대장 등록의 근간이 되며, 더 나아가 어느 지역에

만들어 해당 기술에 적용된 공간정보를

should be addressed to improve geospatial standardization in

서 범죄 관련 증거가 발견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해 사법 절차

표준화 하고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Blockchain and DLT.

진행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2019 SUMMER

By far, the most widely cited application of blockchain

72 73

▹블록체인 내의 모든 개체에 대한 디지털트윈 표시

technology is in the finance sector where it can be used as a

▹사물인터넷에서 잠재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불변 관측의 사용

cryptocurrency as shown by Bitcoin and Ethereum.

▹블록체인을 적용한 자산 관리

However, other application areas are gaining popularity too,

인과 분산원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
열거된 초기 활동을 수행한다.
1. 사용 사례의 정의
2. 블록체인과 OGC 서비스 구조 및 상호 운영성에 대한 사례 연구

demonstrating the utility of blockchain in non-financial sectors.
Blockchain has been us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for example

The discussion paper also identified related standardization

cryptocurrencies, land registration, and justice. In each of these

initiatives by the following organizations:

및 논의
3.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암호화 및 보안 영향에 대한 논의
4. 신뢰성 및 위치 검증에 대한 이슈 탐구

application areas, location can play a key role.
For example, the location of transactions can determine w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5. 스마트 계약서 기술 탐색

taxes apply, the location of the boundary of a property form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urveyors (FIG)

6. 표준화 관련 정의 및 OGC 표준화 베이스라인 관련 문제점 해소

the basis of its registration, and the location where evidence

▹The World Bank

is discovered in a crime scene can have an impact on judicial

▹Telecommunications sector of the International

proceedings.

를 위한 워킹 그룹 구성

Telecommunication Union (ITU-T)
▹Potential Standards from FOAM

7. 상호 운영성 블록체인과 기타 분산원장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정보 구조 정의에 도움이 되는 파일럿 및 테스트베드 추진 가
능성 탐색

OGC는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블
록체인과 분산원장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검토 작업은 지

Amongst other recommendations, the discussion paper

This DWG is being established to address geospatial

속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 제공하고 현재와 미래의 동향이

The discussion paper has identified case studies of blockchain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 DWG to help define

interoperability challenges within the blockchain and wider

OGC 표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조언하기 위해 만들어

implementation in the following geospatial-related areas:

future requirements for geospatial standardization of DLT

DLT communities. The group will facilitate discussion of the

(including blockchain) and maintain liaison with other standards-

requirements that define different exchange methods, encodings

development organizations such as ISO/TC 307 and industry

in blockchain records and architectures to ensure that location-

associations such as FIG.

referenced information that is based on open standards can also

Additional application areas that the charter members identified

be used within blockchain and other DLT. Initial activities will

include:

include:

진 OGC 기술 트렌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OGC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해 작성된 토론 논문은 포트 콜린스에서 열린 2018년 TC 미팅에

Land
Registration

Space

City
Services

PanGovernment
Registries

서 채택되었다. 이 토론 논문은 아래에 열거된 공간정보 관련 분
야에서 블록체인의 적용 사례를 정리했다.

토지 등록

공간

공공
서비스

이번 토론 논문은 또한 아래 기관에서 관련 표준 제정 동향을 정
정부가
관리하는
등록 서비스

리했다.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검사원연맹

Recognizing the role that location can play in applications

▹세계은행

of blockchain, the OGC initiated a review of DLT and blockchain.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통신 부문

The review was initiated within the OGC Technology Trends

▹포텐셜 스탠다드 프럼 폼

▹Digital Twin representations of any entity within the Blockchain

1. Identify and define use cases

▹The use of immutable observations in the Internet of Things (IoT)

2. D iscuss case studies for Blockchain and OGC Service
Architecture interoperability

to resolve potential disputes
▹Blockchain-supported asset management

and other DLT
핵심 활동
Key Activities

activity, which has been set up to continuously provide analysis

3. Discuss encryption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Blockchain

of technology trends and advise on their potential impact of

한편, 기타 권고사항 외에 토론 논문은 도메인 워킹 그룹을 만들

▼

current and future OGC standards.

어 향후 블록체인을 포함한 분산원장에 적용될 수 있는 공간정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워킹 그룹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커

A discussion paper (OGC 18-041r1)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표준화 필수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돕고 ISO/TC 307 등 여타 표

뮤니티 내에서 공간정보 상호 운영성 관련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

the OGC's understanding of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준화기관과 국제검사원연맹 등의 산업협회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해 설립되었다. 이 워킹 그룹은 다양한 데이터 교환 방법을 블록

technologies was approved at the June 2018 TC meeting in Fort

의견을 교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워킹 그룹 창립 회원들이 제시한

체인 기록의 인코딩 방식 및 구조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며 공간정

Collins.

기타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개방된 표준에 맞춰 생성되어 블록체

4. Explore issues of Trust and Proof-of-Location
5. Explore Smart Contracts technology
6. Define any areas for standardization and create necessary
Standards Working Groups to address the gaps in the OGC
standards baseline.
7. E xplore the potential for an interoperability pilots and
testbeds that help define geospatial architectures that
benefit from Blockchain and other DLT.

BOOKS

CONFERENCE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세계의 역사·문화 도시재생 사례

Spatial Statistics 2019

도시재생사업단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9년 5월 20일
▼

Towards Spatial Data Science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쇠퇴해가던 도시를 되살려내는 데 성공한 세계 주요
일시: 7월 10~13일
장소: 스페인 시제스
https://www.elsevier.com/events/conferences/spatial-statistics

도시를 소개하고, 각 도시가 재생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지 꼼꼼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단 전문가 14명이 각 도시를 직접 방문해 연구조
사한 결과를 담았다.
도시재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건물을 새로 짓고 길을 넓히는 등 개발에

Industry of Things World Asia 2019
The leading Industrial IoT event in Asia

치중했지만 이제는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자라난 유무형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
해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것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통합적인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하다.

일시: 7월 11~12일

미국 시애틀 파이어니어 스퀘어 역사지구와 포틀랜드 맥주공장구역, 일본 가나자와와 나가하마, 호주 브리즈번 88 엑스포

장소: 싱가포르

부지, 영국 게이츠헤드, 독일 베를린 등의 세계 곳곳 도시재생 사례들을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 www.industryofthingsworldasia.com
디지털 트랜스폼에서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구현 방법론을 제시하다

SSTD 2019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patial and Temporal
Databases
일시: 8월 19~21일
장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홈페이지: http://sstd2019.org

이민화, 주강진 지음 | 창조경제연구회(KCERN) | 2019년 5월 30일
▼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본질에 입각해 새롭게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한
다. 저자들은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신경을 확장한 ‘자동화’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뇌를 확장하는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하며,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
측’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예측을 통한 ‘맞춤’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라는 생산 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라는 생산과 소비의 융
합 혁명이라는 것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

COSIT 2019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tial Information

술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고, 현재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
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활약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Theory
일시: 9월 9~13일

불평등이 야기한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장소: 독일 레겐스부르크

손지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6월 19일

홈페이지: https://cosit2019.ur.de

▼
‘왜 세상은 지금 스마트시트를 필요로 하는가?’ 저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논리적이
고도 구체적으로 찾아 나선다. 100년 만에 최대 폭에 이른 빈부격차는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5G Core Summit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 등장했다고 서술한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Delivering on the 5G opportunity through network

는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응축된 공간이라 정의한다. 산업혁명은 늘 새로운 국가와

transformation

도시를 탄생시켰는데, 1차 산업혁명 때는 영국 리버풀이, 2차 산업혁명 때는 미국 디트로이트

일시: 9월 24~25일
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홈페이지: https://tmt.knect365.com/5g-core

가, 그리고 현재는 스마트시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말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저자는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들은 빠르게 변
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틀과 시각을 가지길 강조한다. 완전히 바꿀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소멸될 것이냐, 그 선택은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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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연결과 활용의 장,

과 태백, 경남 합천, 전남 해남 등 총 5곳이다. 현재 공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

간정보연구원은 본사 국토정보본부, 강원본부, 강릉지

‘공간정보의 연결과 융합,

사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 최대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

스마트한 미래를 열다’ 주제로 열려

인 강릉 안반데기, 태백 귀네미와 매봉산 지역의 영상

▼

을 취득하고 있다. 이날 현장 세미나에서는 전문강연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영상촬영 시연회를 갖는 등 내외
부 관계자들의 기술 공유와 토론이 진행됐다.
소 등 안전시설 정보를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서 오차범위 10cm 내의 정밀도로 고해상도 영상지도

한 어린이, 여성 등의 귀가 시에 앱 사용자가 출발 위치

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측량무인기로 촬영한 고해상

와 이동수단, 시간 등을 주변인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

행정안전부,

도 지형정보를 통해 갯벌 지형 변화를 주기적으로 탐지

도 있다. 더불어 공공화장실, 문화시설, 도시공원 등 생

주소기반 산업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하고 생태계 변화상을 추적하는 데 활용한다. 해상국립

활편의시설뿐 아니라 전국 LX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맛

주소, 산업 창출의 공공재로 탈바꿈

공원 연안습지 조사에 무인기 활용은 2018년 시범운영

집까지 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랜디랑은 안드로이

▼

을 시작으로 태안해안,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한려해

드의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LX’, ‘한

행정안전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주소가 국

상 등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약 2,000km 달하는 해안

국국토정보공사’, ‘랜디랑’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무료

민안전과 산업의 필수 공공재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주

선에서 조사 중이다.

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소 관련 혁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주소기반 산업 창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기간

코엑스에서 ‘공간정보의 연결과 융합, 스마트한 미래를

은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개인 또는 단체를

서울시-SKT, 5G·AI로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

열다’를 주제로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를 개최한다. 12

LX 공간정보연구원,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다. 응모주제는 주소정보를 활용

‘실시간 초정밀도로지도’ 공동개발

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드론 띄워 농작물 재배정보 구축

한 안전확보 방안, 교통약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 및 복

상암·여의도·강남대로 등 12개 도로 121.4km 대상

로 떠오른 공간정보 기술의 혁신적 미래를 경험해볼 수

‘무인비행체 영상기반 농경지DB 구축 및

지증진 방안, 자율주행차·드론 등 주소기반 혁신성장산

내년까지 제작 완료

있는 체험의 공간이자 비즈니스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

변동성 분석 연구’ 현장 세미나 실시

업 창출방안이며, 이 외에도 주소 관련 자유 주제도 가

▼

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전시회, 컨퍼런스,

▼

능하다. 응모작은 서면심사하여 8월 28일 다섯 작품을

서울시와 SK텔레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올해는

선정하고, 9월 3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는 ‘주소기반

콤이 자율주행의

행사의 국제위상 제고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확보를

혁신성장산업 컨퍼런스’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순위를

필수 인프라인 ‘실

위해 국제측량사연맹(FIG) 회의와 연계하고 공간정보

결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시간 초정밀도로지

기업의 성과확대를 위해 공간정보 관련 주요사업 발주

도’를 내년까지 공

설명회를 신설한다. 또한 올해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

동으로 개발한다.
국립공원공단,

능이라는 날짜별 테마 행사가 3일간 매일 다르게 진행

기존의 3차원 정밀

측량무인기 활용 해상국립공원 갯벌 조사

도로지도가 수작업으로 도로 상황을 업데이트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드론을 활용한 농

해양국립공원 연안습지 조사에 측량무인기 등

이번에 제작하는 초정밀도로지도는 도로정보뿐만 아니

작물 재배정보 구축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힘

최신 정보통신 기술 활용

라 도로함몰, 공사정보 등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실

안전을 부탁해! LX 신규 앱 ‘랜디랑’ 공개

을 보탠다. 공간정보연구원은 6월 13일 강원 강릉시 안

▼

시간 반영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총 1,700대 차량에 전

한눈에 CCTV, 경찰서, 대피소 위치를 지도로 확인

반데기에서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LX 관계자와 전문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올해 6월부터 측량무인기

방추돌·차로이탈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첨단운전자지원

▼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비행체 영상기반 농

등 3차원 공간정보 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갯벌과 해안

시스템(ADAS) 비젼센서를 장착해 실험용차량(Probe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5월 10일 공간정보를 활용한

경지DB 구축 및 변동성 분석 연구’ 현장 세미나를 실시

사구 등 해상국립공원 연안습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vehicle)으로 활용한다. 초정밀도로지도는 시와 국토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민생활안전 앱 ‘랜디랑’의

했다. 드론을 활용해 배추, 마늘, 양파 등 3대 작물의 재

에 쓰이는 측량무인기는 대형 교량 건설이나 토목공사

교통부가 공동 추진하는 C-ITS 계획구간을 대상으로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랜디랑은 2013년부터 서비스

배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생산량 예측과 수급안정 정책

등에 활용되는 장비로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됐다. 지

제작된다. 상암 DMC, 여의도, 강남대로 등 12개 도로

해오던 ‘LX토지알림e’를 새롭게 개편해 출시한 앱으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

상의 기준점(GCP)과 연계한 중첩 촬영기법으로 위치

121.4km다. 아울러 정확성이 확보되면 국토교통부와

안전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이 앱에서는 사용자 위

업과학원에서 주관하고 공간정보연구원이 수행하고 있

정보(위도, 경도, 높이) 값을 획득할 수 있다. 국립공원

협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을

치와 지정한 장소 인근의 CCTV, 경찰서, 응급실, 대피

다. 시범대상 지역은 3대 작물의 주산지인 강원도 강릉

공단은 측량무인기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고도 100m에

육성하는 데도 지원한다.

돼 공간정보 기술의 미래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FOR READERS

<공간정보> 매거진을
웹진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국내 최고의 공간정보 분야 전문지

공간정보와 관련해 함께

<공간정보> 매거진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생각해볼 이슈나 동향, 연구결과 등이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구현되는 반응형 웹진으로

있으면 원고를 보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지금 PC와 모바일에서 webzine.lxsiri.org로 접속하세요.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독자들의 의견은 더욱 좋은 매거진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번호를 읽고 난 소감이나
아쉬웠던 점, 다음호에 꼭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등 소소한 감상부터 따끔한 질책까지 독자
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
내 드립니다.
<공간정보> 매거진 편집실 063-906-5622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63 육전빌딩 6층 LX 공간정보연구원 jdw@lx.or.kr

경기도 포천시 이춘임

대전 중구 정경석

울산 북구 김휘곤

처음엔 표지만 보고 공간정보와 복지의

지난 봄호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

‘스마트한 재난예측과 대응을 위해’라

연관성에 대해 의아한 마음이 들었으나

드는 스마트 복지사회’ 기사가 기억에

는 기사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저절로

남았습니다. 과학기술이 근본적으로 지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변화무쌍한 재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공간정보

향해야 할 가치는 인류 삶의 질 향상과

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

를 여러 분야의 정부 정책과 연계한다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

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를

면 종합적 관점의 복지가 실현될 거라

간정보가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이용한 재난예측과 대응의 중요성에 대

기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복

어떻게 기여했는지 향후 과제가 무엇인

해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 알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플

와 공간정보연구원이 더 큰 활약을 해

랫폼과 공간정보가 잘 융합되어 더 나

주시길 기대합니다.

은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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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