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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첨단 ICT기반의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미래형 지도에 해 제안한다. 미래형 지도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사실과 상에 한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결과를 표 하

고 사용자 참여형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 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향후 지도는 경제, 산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분석, 배포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지도 형태로 발 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도, 데이터베이스, 공간분석의 개

념을 기반으로 실공간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실시간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계열 데이터의 

표 을 특징으로 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거시 상을 분석  측하여, 미래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 패러다임 맵’에 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핵심 기술들을 기술한다. 

 
■ 중심어 :∣신패러다임 맵∣시계열정보∣자율성장 맵∣개인 맞춤형 콘텐츠∣공간데이터∣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uturistic map using variety technology of advanced ICT-based. 

The futuristic maps are expected to developed into a new format of user participation to express 

the results in various formats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facts and 

phenomena of tangible and intangible that exist in the real world. In the future, the map is 

expected to be developed into form of a new paradigm map made in real time that economy, 

industry,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everyday life, processing, usage, analysis, 

distribution and sharing. In this paper, we provide a real-time personalized contents to digitize 

the information of the real space based on the concept of map, databases, spatial analysis and 

describes the key technologies that characterized by the representation of time-series data by 

analyzing and prediction every field macro phenomena of society, economy, culture and etc. And 

we establish the concepts of the ‘New Paradigm Map’ for future creative economy.   

■ keyword :∣New Paradigm Map∣Time-Series Information∣Self Evolutionary Map∣Personalized contents∣
Spat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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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첨단 ICT 기술의 속한 발달로 인하여 정보

통신서비스를 사업자가 일방 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주체 으로 서비스의 개발에 참여하

고 유통시키는 로슈머 시 로 진화함에 따라 고객 맞

춤형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고 있다. IC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이러한 개인 맞

춤형 서비스를 가능  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치기반 서비스의 활용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등도 가능  하고 있다. 오늘날 

ICT는 미래사회의 핵심 인 라로서 향후 한민국의 

미래를 한 인 라 의 인 라가 ICT라고 할 수 있으

며[4], 과거 특정 시 별로 핵심 인 라스트럭처를 먼  

인식하고 구축한 국가가 그 시 를 주도해 왔던 역사를 

볼 때 ICT를 활용한 미래 사회 발  략에 보다 극

인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3]. 

이러한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생활 역이 가

상 공간으로 확 되고, 한 사물인터넷(IoT)등을 활용

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통  지

도 개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사용자 참여형 지도를 요구

하고 있다.  

과거의 지도는 종이형태로 인쇄한 지도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발 함에 따라 네비게이션과 같은 디지털 웹 

기반의 지도 서비스로 진화하 다. 하지만 재의 지도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에 태깅되어 치 정보를 지도

에 단순히 표기해주는 형태로 콘텐츠 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방 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형태로 

운 될 뿐이다. 한 특정 키워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이 특정 기 에 귀속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결과만을 

단순히 지도 에 디스 이하는 개념이다. 최근 빅 데

이터가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방 한 데이터

를 수집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표 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개인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4-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도 에 오

버 이 하는 개념을 넘어서 사용자가 직  지도를 통하

여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의 직  참여

를 통한 “지식-미디어-공간정보-사회정보-사물‘에 

한 종합 인 지식을 통해 지리 치 기반의 지식화가 가

능한 지도인 “신 패러다임 맵”을 제안하고자 한다[7-9]. 

Ⅱ. 지도 개념의 진화 

1. 일반지도의 진화 
지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

된 지도는 기원  13,660년경 것으로, 지도는 문자와 함

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 지도는 원시인들의 생활환경 주변의 자연환경

에 해서 사실 으로 표 되어 있으며, 생존과 생활에 

한 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원  

45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제작된 지도가 발견되어 지

구 체를 표 한 최 의 지도로 기록되었다. 이 지도

는 생존이나 생활에 필요한 지도의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를 표시하는 지도로 조  더 진화하 지만, 형이상

학  형태로 근 의 지도개념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세

계 을 나타낸 지도이다. 이후 아리스토텔 스가 지평

선의 시야변화와 월식 때 달에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를 

통해 지구가 구체(球體)라는 것을 증명하 고 에라토스

테네스가 경선과 선을 활용한 지도를 제작하여 지도

제작에 과학 인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1]은 서기 

150년경 톨 마이오스는 유럽과 국을 표 한 세계

지도를 지구의 둘 를 360°로 나 는 경선과 선  

톨 미도법을 활용하여 지도를 작성하여 근 인 지

도제작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10][11].

그림 1. 프톨레 마이오스의 세계지도(A.D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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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에 이르러 톨 마이오스의 지도가 이탈리아

에서 인쇄되었고, 15세기 말부터 16세기 까지 콜럼버

스 신 륙 탐험과 마젤란의 세계일주등으로 수륙분포

가 차 명확해졌다. 1569년 메르카토르는 ‘메르카토르 

투 도법을 활용한 세계지도를 제작하 으며 메르카토

르의 세계지도는 선원과 과학자의 고민을 해결하여 

항해시 에 안 하고 빠른 항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처럼 세유럽은 지도제작에 있어 과학 인 근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발

을 이룰 수 있었다.  

2. 디지털 지도로의 진화
컴퓨터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의 발 으로 종이형태 

지도에서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기 

디지털 지도는 부분 차량용 네비게이션 지도업체 

심으로 디지털 지도 1.0이 형성 되었다. 1990년 부터 

구축된 풍부한 도로지도 DB를 기반으로 나 텍, 톰톰

(TomTom)등의 업체가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장을 주

도하 다. 이후 스마트폰의 격한 보 으로 인하여 차

량용 네비게이션을 체하면서 차량용 네비게이션 지

도 업체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치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길 찾

기, 장소 추천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치기반서비스

(LBS)가 부상함에 따라 정교한 디지털 지도의 수요가 

증 되고 있다[12]. 

스마트 폰과 무선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발 에 기반 

하여 디지털 지도 2.0의 개념이 등장하 다. 구 은 이

러한 환경 변화에 응하여 사용자에게 신 인 디지

털 지도서비스를 시행하 고 디지털지도의 요성이 

높아지면서 애 과 아마존이 디지털 지도산업에 신규

진출 하 고 구 과 노키아, 마이크로소 트 같은 기존 

업체들도 지도사업을 강화하 다. 디지털 지도 2.0은 

기존의 지도와 함께 실내공간에 한 지도개념까지 확

장되었으며 치기반서비스(LBS)를 활용한 융·복합서

비스를 스마트폰 환경에서 지원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12]. 

최근 ICT기술을 바탕으로 공간정보와 각종 데이터가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

털 맵 3.0의 개념이 등장하 다[4][5]. 디지털 맵 3.0은 

디지털 지도로 환된 다양한 정보가 용 로그램(애

리 이션)으로 개발되어 교육, 오락, 상거래, SNS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의 길찾기 서비스는 큰 건

물과 주소를 찾는 데는 유용하지만, 쇼핑몰이나 지하철

역의 특정장소를 검색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실내에

서 원하는 지 까지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3D 실내디

지털 지도도 구축 정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

간정보  DB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직  참여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에서 기존의 

디지털 지도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13][14]. 

[표 1]은 디지털 지도 1.0부터 3.0까지의 특성 분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15].

 

표 1. 디지털 지도의 진화 단계별 비교
구분 디지털 지도 1.0 디지털 지도 2.0 디지털 지도 3.0

적용
공간

도로 등 
실외 공간

쇼핑몰 등 
실내 공간

실외 및 
실내 공간

활용
분야 단순 길찾기 위치정보가 결합된 

융복합 서비스
위치정보와 공간정
보가 결합된 맞춤형 
서비스

지도
DB
구축

공급업체 
대규모 조직이 담당 사용자 참여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

[그림 2]는 코엑스 내부의 2D실내지도와 청구역 실내 

3D 실내지도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림 2. 2D 실내지도와 3D 실내지도의 비교(네이버, 서울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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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 패러다임 맵의 개념과 특징

1. 신 패러다임 맵의 필요성 
기존 지도의 구  환경이 종이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국민의 생활공간이 확장되고 공간정보와 

ICT의 창의  융합을 통해 향후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수 의 ICT 인 라와 SNS활용

의 확산으로 데이터의 생성과 유통량이 기하 수 으

로 증가하 다. 실시간(Velocity)으로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Variety)형태의 정보가 엄청난 속도(Volume)로 

생산되는 것을 가리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의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며 새 정보가 내놓은 국민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6]. 

ICT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내는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유의미한 범 정부  차원의 공공자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형 새로운 지도 패러다임

을 제시할 수 잇는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 

맵이 필요하다. 

2. 신 패러다임 맵의 개념 
과거 지도는 종이 형태로 인쇄된 지도에서 웹 기반의 

지도 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 재의 지도 서비스의 경

우 콘텐츠로 태깅된 치 정보를 지도 에 표기하는 형

태로 검색엔진이 제시하는 결과 값을 표기하고 있으며 

부분의 지도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제공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방 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

다 . 한 특정 키워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특정기

에 귀속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결과만 지도 에 디

스 이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신 패러다임 맵은 다양한 콘텐츠를 지

도 에 오버 이 하는 개념을 넘어서 사용자가 지도를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방식의 지도로서 컨텐트와 융합  지식

화를 통해 지리 치 기반의 지식화가 가능한 지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 패러다임 맵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신 패러다임 맵(NPM : New Paradigm Map)이란 사

물인터넷(IoT, IoE, M2M등), 소셜 네트워크, 각종 정보

시스템 등과 연결되어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지리공간의 범 를 무제한으로 확 하여 기존 지도의 

개념을 넘어 미래창조경제 실 을 한 기반 툴로서 비

가시 (Invisible)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공개

정보, 시계열 데이터 등을 1) 수집, 분석, 처리하고, 2) 

이를 융합, 재해석하여, 3) 고객 맞춤형 정보  서비스

를 제공해 주는 사용자 참여형의 새로움 비정형 지도의 

개념을 제공하는 것이다[8][9][16].

3. 신 패러다임 맵의 특징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신 패러다임 맵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 3. 신 패러다임 맵의 특징

3.1 Two-Way Communication 
신 패러다임 맵에서는 맵 서비스의 제공자는 물론 사

용자가 서로 양방향성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하여 다수의 사용자들의 데이터

를 수집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3.2 Participatory Interaction Interface 
단순 사용이 가능한 지도가 아니라 활용이 가능한 지

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사용자들이 극 으로 

지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형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 개방형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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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설   명

VRT
(Visual 

Reasoning 
/Thinking)

인간의 인식 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 뇌의 남는 여력을 
창의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함. 당면한 문제 실마리를 발
견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찰력을 분기 시키는 사
용자 인터랙션 환경

Agent-
Based 

Computing:

데이터가 분산 환경 하 지식 처리, 마이닝, 추론에서 의
사결정 효율성 제고, 특히 사람의 단순작업의 반복을 
요하는 데이터 ETL 분야의 자동화. 신 패러다임 맵 개
념 프레임워크 하부구조로서 다수참여자 협력작업 환
경의 기반기술

3.3 Self-Evolutionary Map
신 패러다임 맵에서는 단순히 사용자 데이터를 지도 

서비스 상에 오버 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도 그 자

체 한 스스로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념

은 사용자들이 기여하는 지도 정보를 토 로 지도자체

가 차 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로 재의 

지도 서비스의 경우(건물에서 운 하는 홈페이지에서 

실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건물 내 구조를 알 수 

없지만, 신 패러다임 맵에서는 이  속이 아닌 하나

의 맵에서 사용자 참여로 인하여 seamless한 지도 라

우징이 가능하여야 한다. 

  

3.4 History Sensitive Map 
신 패러다임 맵에서는 지도 그 자체의 역사를 라우

징 할 수 있어야 한다. 재의 서비스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의 과거 지형 혹은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 추가

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거 정보를 라우징 하는데 

반하여 신 패러다임 맵에서는 지도 자체에 시간 축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는 지도 특정 부분을 시간 축으로 

라우징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 는 해당 지역에 

연계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5 Multi-Dimensional Data
재의 지도 서비스에서는 특정 정보를 얻기 해서

는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에 속하여 사용자

가 직  정보를 가져와야 한다. 신 패러다임 맵에서는 

시간 축에 기반 한 지도를 다양한 정보의 포인터

(Anchor)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지도의 특성과 더불어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축의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다차원  데이터 맵 서비스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Ⅳ. 신 패러다임 맵의 핵심 소요 예상 기술

지 까지의 지도는 기술자가 만들고 그 효과를 사회

가 린다는 일방향  제조-소비 에서 이해한 것

에 반하여 지 부터는 신 패러다임 맵을 이용하여 이를 

사회 발 의 용도에 맞추어서 재탄생 시키는가에 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재구성해나가

는 문화-언어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 패러다임 맵의 핵심 기술은 사용자의 심볼릭 지식

의 해석과 이를 도출하기까지의 제작자의 체 작업 공

정을 지원하기 해 소요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 트

웨어 체를 망라한 기술이다. 

그림 4. 공간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신 패러다임 맵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패러다임 맵의 

공간 빅 데이터 컴퓨  자원의 개념  계층 구조를 나

타낸다. 신 패러다임 맵은 지도를 심으로 향후 개

될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컴퓨  수요 환경을 반 하는 

지도 메타포이면서 동시에 아키텍처라 할 수 있다. 메

타포로서의 역할은 [그림 5]와 같은 역할을 가지는 것

으로 형상화 할 수 있으며 메타포는 어려운 국면을 상

징 으로 일목에 인식하도록 하기 한 개념으로 정부

의 공간 빅 데이터 기반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다음 [표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 패러다임 맵

의 개념 임워크 핵심 기술 분야 에 한 설명이다. 

표 2. 신 패러다임 맵의 개념 프레임워크 핵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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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설   명

Multidiscipli
nary User 

Requirement
Analysis 

Tool

신 패러다임 맵 응용 디자인시 여러 이해당사자의 요
구사항을 프로토타입 으로 구현

Space-Time 
Data 

representati
on

현재 Snapshot 표현기술의 Redundancy와 응용종
속성을 극복하는 이론/기술

Linked 
Geospatial 

Data
분산된 데이터간을 Link로 연결하여 인터넷을 Web 
of Geospatial Data로 활용

Visual 
Exploratory

Data 
Analysis

데이터 중 유용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마이닝 공정을 
시각적으로 진행

대규모 다차원 
데이터 마이닝

다차원(수많은 속성)을 갖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
석하는 기술

공간정보 
데이터웨어
하우스

응용별로 반복되는 데이터 전처리 부하를 생략하고 실
시간으로 데이터를 접근

샌드박스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분석모델의 요구사항, 설계, 시
험 등의 전 과정을 지원

워크플로우 
관리

다수 이해당사자들의 데이터 분석작업을 Formal하게 
규정하고 실행

분석 모델 실장 
테스팅

샌드박스에서의 분석모델링 후 실제 운용데이터베이스
에서 실장을 위한 시험 환경

[그림 5]는 신 패러다임 맵 라우 의 로써 활용

방안을 보여 다. 맵 라우 는 방 한 양의 빅 데이

터간의 상 계를 높이기 해, 공간과 시간 축의 빅

데이터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NPM 라우 를 개

발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맵 서비스는 사

용자에게 평면 인 이동 뿐만 아니라, 시간 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 게 특정 지역의 시간축에 따

른 정보가 장된 DB와 지도 맵(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 을 때이다. 

[그림 6]은 신 패러다임 맵 서비스 랫폼의 이다.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지도 정보로 표 할 수 있

는 신 패러다임 분석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

과를 Symbolic 지식으로서 표 하기까지의 작업 공정 

 그 작업 공정으로 산출된 방 한 규모의 Symbol 지

식이 축 되어 지형도 상에 투 하기 한 임 구조

이다. 

그림 5. 신 패러다임 맵 브라우저 예

그림 6. 신 패러다임 맵 서비스 플랫폼 예 

Ⅴ. 결 론  

첨단 ICT 인 라와 더불어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융합으로 실질 인 생활공간이 확장

되고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과거의 지도가 교통 

 지형 악 등 목 에 집 된 지도 개념이었다면 미

래의 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수 

있는 도구로 발 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코자 방 한 양의 빅 데이터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 패러다임 맵의 필요성과 개념, 특징, 핵심 소요 기술

에 해서 살펴보았다. 제안한 신 패러다임 맵에서 제

공하는 분석 측 기능을 통해 미래 측을 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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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공분야에서의 재난, 안 , 에 지, 보건, 의료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신 패러다임 맵 기반의 종합 인 정보 수집  맞춤

형 정보 활용을 통해 불확실성이 증될 것으로 상되

는 미래 사회에서의 사회․경제  거시 상에 한 효

과 인 이해, 측  응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과제로는 신패러다임 맵 구   활용을 한 핵

심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략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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