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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hang21@gmail.com

얼마 전 우리나라의 공간정보를 다루는 고위직 공무원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세종시에 홀로 내려가서 힘들게 지내다보니, 샤오미 청소기를 사서 잘 쓰고 계시다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분에게 사진을 보여주셨다. “ 이 청소기가 아주 똑똑해요. 

출근하고 청소기를 돌려놓고 나왔더니, 며칠 후에 앱으로 우리방의 구조를 파악해서, 

청소기가 움직인 궤적을 그대로 평면도로 만들어 왔더라구요. 이제 실내 공간정보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국가가 어디까지 공간정보를 만들어 줘야 하는지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샤오미 서버가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의 공간구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겁난다고 말씀드렸다. 사실 그게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 

“알아서 뭐하겠느냐? 안다고 무슨 액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앱을 사용하면 몇 번 

청소를 했고, 어느 구조로 움직였다는 것을 매번 지도로 보여준다고 한다. 지금은 청소한 

곳과 청소하지 않은 곳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인공지능이 더 적용되면 전기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앱으로 하면,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닌데 과도한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골자였다.

디지털 TV와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 360도 카메라로 찍으면 온 방 구조가 모두 찍혀서 

서버에 올라가는 세상이다. 편리한 기기는 거꾸로 우리 삶의 공간을 염탐에서 그치지 않고 

널리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연 기우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면, 실외공간은 어떠한가? 세계 드론시장의 9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DJI사는 앉아서 전 세계의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촬영된 자료를 받아서 실시간 정사영상 

처리까지 서비스 해주고 있다. 좌표는 물론이고 농경지 모습, 조선소의 구조에까지 이른다. 

과거 7~8년간 수집된 자료는 결국 빅데이터로 활용이 될 것이며, 중국의 정보력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자금이 부족한 제3세계 국가들의 공간정보교육을 하다보면, 드론에 열광한다. 

실시간으로 지도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높은 상공에는 

위성으로, 낮은 상공에는 드론으로 여러 정보가 주요 국가의 민간서버에서 처리되어 서비스 

되는 비율은 점차로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왜? 비용대비 효과가 크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공짜 좋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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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취미용 드론뿐 만아니라 , 드론 하이재커, 추적전문 드론, 아트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의 시장 전체를 보안 

또는 안보의 눈으로만 단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정보의 유출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70년대 개발된 

Landsat위성이 80미터 또는 30미터짜리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때는 아무 상관없었지만, 10미터짜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되자, 큰 수영장과 자기만의 별장을 가진 부호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 원격탐사 및 측량학회에 

“the right not to be observed from the sky”(하늘에서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토론문을 학회지에 실고, 

학회에서 토론을 했다. 국가권력의 정보력에 대한 개인의 저항권이라고 할까?  당시 결론은 Open Sky 정책으로 

위성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공유될 수 있음을 천명하면서, 냉전시대에 쌓았던 군사기술의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1미터짜리, 50센티 미터짜리 상용위성이 판매되면서 그들이 주장하던 권리는 더 이상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US Army‘s Corps(미국공병단)은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8월 말에 미국 

공병단에는 중국산 드론을 일체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이 시달되었다고 한다. 당분간이 아니라 폐기하기 쉬울 거라는 

이야기에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되었다. 자국의 드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공간정보의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느낀 것일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연구과제사업에도 드론개발,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드론 활용모니터링 기술이 부처별로 또는 세부 분야별로 제기되고 있다. 공간정보 보안지침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하여 지침의 규정도 대폭 완화되었다. 실질적으로 실내 및 실외 공간정보의 

관리에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시점이다. 또한 DB 구축 중심의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야할 시점이기도 하다. 

다양한 드론 제품에 다수는 중국산이며, 촬영된 정보는 중국서버에서 처리, 저장된다

샤오미 청소기가 만든 실내 지도

삼성 365 기어로 확인가능한 실내 또는 실외 공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