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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등 광역도시와 19개 신도시, 9개의 혁신도시 등 전국 총 

53개 지역․지구에서 u-City를 계획․추진 중에 있고, 국토해양부의 VC-10과제 중 일부에서 

u-GIS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u-GIS기술은 앞으로 u-City구축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u-City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u-GIS기술의 발전방향을 u-City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구 내용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Lower Manhattan), 

독일 퀼른(Media Park), 영국(Urban Tapestries 

Project), 말레이시아(Multimedia super 

Corridor),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 

internet city), 일본(리드시티)등 여러 

나라에서 u-City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

리나라도 서울(u-서울), 부산(u-부산), 대

구(u-대구), 인천(u-IFEZ) 등 전국 53개 

지역․지구에서 u-City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u-City를 세계 여느 나라보다 

앞선 기술로, 선(先)개발․구축함으로써 국

가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 중의 하나로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해양부는 3월 30일  국내 4개 

대학을 ‘유시티(u-City) 인력양성 기관’으

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 중의 하나가 

될 u-City를 재고하고, 바람직한 u-City구

축을 위해 기술개발이 한창인 u-GIS기술의 

현황파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의 3, 

4, 5핵심에서는 u-GIS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고, U-Eco City사업단에서도 

u-GIS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구축방안을 수

립하고 있다. u-GIS란,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GIS 기술과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을 접목하여 유비쿼터스 시대

에 필요한 공간정보와 센서정보의 융복합

(convergence) 저장/ 처리를 통한 차세대 

시각화 및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정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 기술을 의미한다(김경

욱 외, 2008). 앞으로 u-GIS는 실시간 데이

터의 획득과 전송기술이 필요한  u-City구

축에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u-City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직까지 u-City라기보다

는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단지라고 볼 수 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

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1)’를 완벽히 구현

하는 단계의 u-City가 아니라, u-City에 필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서 정의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

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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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

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u-City가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u-GIS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의 u-GIS기술을 u-City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기술(아래항목)에 맞추어 비교․분석을 해보

았다.

물적(시설물 등)․ 인적 객체들의 변화에 

대한 동적이고 다차원적인 데이터 표현 

및 관리기술(Multi-dimensional Dynamic 

Temporal DBMS 필요)

공간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실시간 공간데이터 획득(sensor를 통한 

monitoring 기술) 및 공간데이터와 통합 

기술

공간데이터의 실시간 분석기술(Time 

Critical Analysis and Service)

USN-Network을 통한 데이터 Transfer

3차원 시각화

  현재 개발되고 있는 u-GIS기술은 단지 기

존의 GIS기술과 USN의 기술을 접목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기존의 GIS데이

터와 실시간으로 획득한 센서데이터를 저장/

처리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

비쿼터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u-GIS는 

USN기술과 GIS기술의 접목뿐만이 아니라, 복

합된 데이터(실시간 센서데이터+기존의 공간

데이터)를 GIS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

이 가능해야하며, 센서네트워크를 통하여 사

용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u-GIS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범위도 고려한, 객체들의 변화에 대한 

동적이고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저장․표현하

는 기술과 공간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분석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하며, 

단지 객체들의 상태모니터링만을 위한 USN이 

아니라, 센서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

보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 Transfer역할의 

USN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u-GIS기술이 발전되어

야, 실시간정보가 요구되는 응급방재서비스

나 도시시설물관리 등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u-City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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