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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도학회 제29차 학술대회 및 제18차 총회 참가 보고

일본 도쿄, 2019년 7월 15일(월) ~ 20일(토)

송호열(한국지도학회 회장, 서원대학교 전 총장)･

김영훈(한국지도학회 국제이사,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김감영(한국지도학회 총무이사,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총회 및 학술대회 개요

그림 1. 도쿄 국제지도학회 로고

2019년 도쿄 대회는 총회 및 전문학술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1) 일반적으로 총회가 있는 학술대회는 대회 규모도 크고 

참가 인원도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이번 도쿄 대회는 기대와 달리 참가가 저조하였다. 이는 개최지인 도쿄가 주요 회원국들인 

유럽 및 미주와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무더운 여름 날씨와 비싼 물가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공식 명칭은 29th 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였고, 총회 및 학술대회는 2019년 7월 15일(월) 

∼ 20일(금)에 일본(日本) 도쿄(東京) 고토구(江東區) 임해부도심 내에 있는 동경국제교류관(Plaza Heisei), 일본과학미래관

(Miraikan), 텔레콤센터(Telecom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행사, 학술발표, 전시 등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3개 건물에서 분산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였다.  

이번 도쿄 학술대회의 공식적인 국내 참가자는 총 17명이었다. 송호열 한국지도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지도학회에서는 

김감영 총무이사, 김영훈 국제이사, 성효현 전 회장(이화여자대학교), 강영옥 전 회장(이화여자대학교), 최선웅 부회장, 이강

원 부회장 등이 참가하였으며, 이 외에 김기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주성재 교수, 조성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윤지영·이혜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등이 참가하였다. 유관 기관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우병진 사무관과 장수영 주

무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김종근 박사, 새한항업에서 이종수 팀장 및 이인택 사원이 참가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7명, 총무 등 임원 전원을 개선하여 4년 임기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회장에는 미국

의 Tim Trainer와 중국의 Yaolin Liu가 출마하였는데, Trainer(전 미국 센서스국)가 선출되었다. 부회장으로는 Temenoujka 

Bandrova(Bulgaria), László Zentai(Hungary), Vít Voženílek(Czech Republic), Philippe De Maeyer(Belgium), Terje 

Midtbø(Norway), David Forrest(United Kingdom), Liqiu Meng(Germany), Andrés Arístegui(Spain) 8명이 출마하였는

데, 이 중 Forrest를 제외한 7명이 선출되었다. 회장은 1명에게만, 부회장은 7명까지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전 총무는 부회장

으로 선출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다. 신임 총무에는 스위스의 Thomas Schulz(연방통계청)가 단독 입후보하여 선출

되었다.

1) 국제지도학회에 관한 개요, 연혁 등 일반적인 내용은 송호열·김영훈(2017)의 참가 보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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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신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투표도 있었는데, 오만

과 아르메니아가 신규 회원으로 승인받았고, 세르비아가 

회원 자격을 상실하여 국가 회원 총수는 72개국으로 늘어

났다. 이 외에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에 대

해서는 회원 자격을 유보하였다. 자격 상실의 주 요인은 

연회비 납부 및 참가 실적 저조였다. 우리나라도 국격에 

걸맞게 연회비를 증액 납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향후 국제지도학회 활동에서 보다 나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차기 총회 개최지는 단독 신청한 남아프리카공

화국의 케이프타운으로 결정되었으며, 학술대회는 2023

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 30여 

건의 의제에 대해서 논의 후 의결이 있었지만 지면 관계

상 생략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도 및 GIS, Geomatics, 측지/측량, 지명, 위치기반서비스, 재난관리,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공간 

정보 관련 이론 및 과학 기술 분야의 최신 이론 및 과학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다양한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75개 이상의 국가에서 950명이 참석하였고, 150개 세션에서 7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4명의 기조발

표가 있었으며, 2개의 특별 세션이 운영되었다. 전시 부문에는 30개국에서 지도 및 각종 전시물품 385점을 출품하였으며,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에는 33개국에서 188점을 출품하였다. 

22개의 전시 부스가 운영되었고, 개막식에는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환영 만찬(Gala Dinner)에는 250명이 참석하였다. 

젊은 연구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위주로 5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다.2) 

2. 참가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지도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지도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만 국제지도학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에서 개최된 두 

번째 총회이다. 

지난 28차 학술대회 이후 우리나라 연구자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증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학술 활동과 관련 홍보 활동

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특히 28차 대회 이후 연속으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점자 지도 및 고지도에 대한 해외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지도집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앞으로 국가지도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있는 우수한 지도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토공간정보사업과 관련 공간정보기술 콘텐츠 성과를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명 및 영토(동해, 독도 등) 관련 정보 확산 및 국제 사회의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일본과 중국의 자국 영토 

및 영해에 대한 다양한 홍보 자료 및 전시 물품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전시 품목과 물품이 매우 단조롭다. 그럼에도 앞으로 

2) 필자들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주최 측이 발표한 발표 논문, 전시 물품, 전시 부스 등의 총수는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2. 국제지도학회 신임 집행부(왼쪽부터 회장 Trainer, 총무 Schulz, 

전 총무이자 부회장 Zentai, 부회장 Bandrova, Midtbø, Arístegui, 

Maeyer, Voženílek) (Meng은 불참, IC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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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명 및 영토와 관련된 학술 활동의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국제지도학회의 학술대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 

지도 제작 및 측지/측량, 공간정보 관련 전문가들의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또한 매우 절실한 과제이며, 지도 관련 

자료 전시 및 전문 부스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기술 및 관련 시장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제지도학대회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지도 전시 및 국가지도집, 지방지도집의 전시를 통해 자국의 영토 및 지리정보 

출판물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일본은 각종 지도집 및 지도 출판물 전시를 통해 일본해, 독도, 영토 및 지명 관련 국가 및 

민간 지도집에 대한 홍보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중국은 가장 넓은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의 전시 공간[7개 기관이 공동으

로 홀(Media Hall) 전체를 임대하여 전시]을 통해 각 성별 지도집과 지도책, 다양한 지도 출판물을 홍보함으로써 국가적 차원

에서 관심을 유발하였다. 

여러 국가의 전시 물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국가지도집 및 관련 지리/지도집 출판

물과 자료에 대한 소개 및 정보기술 구축과 홍보 활동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적극적 홍보 활동 및 그에 대한 기본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지도 제작, 측지/측량, 공간정보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 및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여러 세계지도학 대회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새로운 공간정보 콘텐츠 확보 및 발굴, 아이디어 확보 차원에서 세계지도학대회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향후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도 및 GIS, 공간정보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관련 학회 

및 기관,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부스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관련 민간 

업체, 학회 등에서 산출한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3. 프로그램 구성

3.1 총 150개 세션에서 750편 발표

1) 구두 발표

총 발표 논문은 750편이었지만, 기조 발표 등을 제외한 일반 구두 발표 논문은 523편이었다(표 1). 2017년 워싱턴 D.C. 

대회(495편)보다는 많았지만, 2015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560여 편) 보다는 적었다. 한국인 구두 논문 발표자는 10명으로 

최근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연구자가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표 1은 세션을 구성한 28개 학술위원회, 1개 워킹그룹, 2개 특별세션 별로 발표된 논문의 주제와 논문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도학 연구의 세계적 추세를 이해할 수 있다. 

2) 포스터 발표

이번 포스터 발표의 특징은 이전 대회와 달리 여러 주제를 하나로 묶어 다수의 포스터를 한 세션에서 발표한 점이다. 한국인 

포스터 발표자는 거의 없어 향후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ICA 학술위원회 및 워킹그룹, 전문 주제에 대한 포스터를 

함께 구성하여, 구두 발표와 같이 포스터 발표를 통해서도 지도학 연구의 세계적 추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총 133편이 발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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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술대회 논문 발표 현황

연번 위원회(세션) 명칭 발표 주제
논문

편수

1 Art, History & Design
예술과 역사, 디자인(4); 방법으로서의 이동(4); 순간의 지도화(4); 대안적인 도시 

지도 제작(3); 구체성과 추상성(4)
19

2 Atlases
아틀라스-이론과 원리(3); 프로세스와 도구(4); 국가지도집(4); 역사지도집(3); 통계

지도집(2); 교육용 지도집(3)과 생태지도집(1)
20

3
Cartographic Heritage into 

the Digital
지도의 가치와 유산(13) 13

4 Cartography  and Children 어린이지도(9) 9

5
Cartography  in Early Warning and 

Crisis Management
재난 경보와 위기관리(12) 12

6
Cognitive  Issues in Geographic 

Information Visualization

마음 속 지도 제작(4); 랜드마크 이용 길찾기(4); 지도, 산지, 경로(4); 지도디자인, 

감정, 의사결정(4); 최종 사용자를 위한 지도 디자인 최적화(4)
20

7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적 자원(3); 교육적 개념(4);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지도학적 주제(4); 특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학적 교육(3); 교실에서의 지도 활용(4); 지도학에 대한 교육

적 접근(4)

22

8
Generalisation  and Multiple 

Representation

지도 일반화 과정(3); 형태와 다중스케일 측정(3); 지도 일반화의 실제(3); 시각화에

서 스케일 이슈(4)
13

9 Geospatial  Analysis and Modeling

GAM 연구 의제(3); 홍수 지도화와 수계(4); 래스터 데이터 분석(4); 네트워크 분석

(8); 대기 질과 경관 분석 및 모델링(3); 보건과 응급 관련 공간 분석(3); 시뮬레이션

(4); 접근성(3); 빅데이터와 머신러닝(7); 공간 패턴 조사(4); 지형분석(2)

45

10 GI  for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과 지리정보(2) 2

11 History  of Cartography
이슬람지도학(3); 동유럽과 남아메리카 지도학(4); 서부유럽 지도학(4); 일본고지도

(3); 19세기 한국과 일본 지도(4); 측지/측량과 지도화(4)
22

12 Location  Based Services 위치기반서비스(15) 15

13 Map  Design 인식과 인지(4), 흐름도와 계략도(3), 주제(3), 내용(3), 경로(2), 생산(4) 19

14
Map  Production and Geoinformation 

Management
국가 및 지방의 지도 제작 계획(3); 지도 생산 기술, 관리 및 인증(4) 7

15 Map  Projections 지도투영법(5) 5

16
Maps  and Graphics for Blind and 

Partially Sighted People
장애인용 지도(3); 기술과 다중감각 지도(3) 6

17 Maps  and The Internet 지도와 인터넷(14) 14

18 Mountain  Cartography 기복 재현(4); 산지와 야외활동 지도화(3) 7

19
Open  Source Geospatial 

Technologies
지도학에서 오픈소스 지질공학(4) 4

20 SDI  and Standards SDI 연구에서의 진전(4); 지리정보 표준화(4) 8

21 Topographic  Mapping 지형도 제작의 새로운 접근방법(4); 도시 환경의 지형도 제작(4) 8

22 Toponymy 일반적인 접근방법(3); 지명과 정체성(4); 지명과 지도 디자인(4) 11

23
Ubiquitous  Mapping, Spatial DB and 

IoT-Based Systems
유비쿼터스 매핑(3) 3

24 Use,  User and Usability Issues
재현 디자인에서 사용자 이슈(6); 상호작용 디자인에서 사용자 이슈(3); 활용 사례 

영역 분석(4); 사용자 연구 실험 디자인 이슈(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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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IS 서비스, 데이터 및 지도 관련 기관의 전문 부스 설치

정부 기관, 지도 관련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학회 등이 다양한 GIS 서비스, 데이터, 지도학적 성과물들을 적극적으로 전시, 

홍보하였다. 전시 부스 참여기관의 수는 지난 대회(24개)에 비해 약간 줄었다. 일본에 소재하는 기관과 회사들이 주를 이루었

고, 다음으로 미국이 많았으며, 한국, 중국, 영국이 참여하였다. 중국의 경우 다수의 기관이 연합하여 미디어 홀 전체를 임차하

여 전시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국가마다 정치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므로, 자국의 사정에 맞게 전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국력의 차이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 부스 참여 관련 기관들은 표 2와 같다.

표 1. 학술대회 논문 발표 현황(계속)

연번 위원회(세션) 명칭 발표 주제
논문

편수

25 Visual  Analytics
지리시각화 분석방법의 사회적 활용(3); 지리시각화에서 디자인과 연산(3); 흐름의 

시각화와 3D 지리시각화(4)
10

26 Marine Cartography 해도 제작(4) 4

27 Digital Humanities and GIS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시공간 지도화(3); 과거의 지도화(3);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웹과 ICT(4)
10

28

GIS, Remote Sensing and 

Cartographic Theory, Methodology 

and Applications 

GIS와 원격탐사(34) 34

29
Visualization and Analysis of 

Geographical Process
시각화(17) 17

30 Mapping Cities
도시화와 도시 축소(3); 도시의 지도화(7); 도시경관과 행태(3); 도시 거버넌스, 개발 

및 지도 플랫폼(4)
17

31
Design and visual cariables: 

Rethinking Jaques Bertin
Bertin 지도 표현 방법론(9) 9

32
Geo for All: Open source GIS 

education
크라우드소싱(5); 지도 교육(3); 오픈 스트리트 맵(4); 자발적 지리 정보(3) 15

33
Crowdsourced Geospatial 

Information

34
Transition to Modern and 

Contemporary Mapping
현대 지도제작으로의 이행(3); 근대 지도제작으로의 이행(4) 7

35 Maps for SDGs 지속가능발전과 지도학(6) 6

36 Mapping the Environment 자연환경과 지도(9) 9

37 Theoretical Cartography 이론지도학(6) 6

38
AI, Robotics, Autonomous Cars and 

Mapping
인공지능과 자율주행(7) 7

39 Maps and Games 지도와 게임(5) 5

40 Big Data and Data Science
지리공간 웹 데이터(3); 데이터 기반 지도 디자인(4); 자료 수집과 분석(4); 지리 

정보 관련 빅데이터 시각화와 데이터사이언스(4)
15

41 Others 지도와 사회(2); 지리공간 데이터의 지도화(4); 기타(8) 14

42 Asia GIS 아시아에서의 매핑과 GIS(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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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계 각국의 지도 전시

1) 각국에서 매우 다양한 지도 출품

주최 측 발표에 따르면 총 30개 회원국에서 다양한 주제 및 표현 형식의 지도, 해도, 아틀라스,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교육

용 지도 제작물 등 총 385점을 출품, 전시하였다. 하지만 필자들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29개 회원국에서 총 266점을 출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우리나라도 차기 대회에는 보다 다양한 주제, 표현 형식의 지도를 개발하여 출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지도, 소축척 지도뿐만 아니라 대축척 지도의 출품, 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4 어린이지도 그리기 대회

어린이지도는 33개국에서 총 188점이 출품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참여하였으며, 9~12세, 13~15세 부문의 작품이 

가장 많고, 미취학(6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6~8세) 부문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텔레콤센

터빌딩 1층에서 지도 및 해도와 함께 전시되었다. 

표 2. International Technical-Commercial Exhibition 참가 현황

연번 부스 운영 주체 국가

 1 AERO ASAHI CORPORATION 일본

 2 ASAHI ETIC Co. Ltd. 일본

 3 Center for Spatial Information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 Tokyo Digital Archives Project 일본

 4 CHINA MAP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ALLIANCE 중국

 5 EAST VIEW GEOSPATIAL 미국

 6 Esri 미국

 7 Esri Japan Corporation 미국

 8 Hokkaido-Chizu Co. Ltd. 일본

 9 KIMOTO Co. Ltd. 일본

10 Laboratory for Cartographic Literacy 일본

11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일본

12 ORBITAL NET Inc. 영국

13 Pacific Spatial Solutions, inc. / Avenza Systems inc. 일본

14 PASCO CORPORATION 미국

15 Remote Sensing Technology Center of Japan 일본

16 SuperMap Japan Co. Ltd. 일본

17 TEIKOKU-SHOIN 일본

18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한국

19 TOKYO GEOGRAPHICAL SOCIETY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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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대표단의 활동

4.1 부스 운영

우리나라는 지난 워싱턴 D.C. 대회 이후 연속으로 한국지도학회와 국토지리정보원 공동 명의로 전시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지도 및 관련 전시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과를 도출하였다. 

표 3. 각국별 전시 물품 출품 현황

연번 국가명 지도 해도 아틀라스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교육 

및 기타
합계

1 그리스 2 0 0 7 0 9

2 남아프리카공화국 1 0 0 0 0 1

3 노르웨이 9 1 0 0 0 10

4 뉴질랜드 9 0 0 0 0 9

5 독일 3 0 0 0 0 3

6 미국 13 2 2 4 7 28

7 벨기에 3 0 0 0 0 3

8 불가리아 5 1 0 0 2 8

9 스웨덴 4 0 1 1 0 6

10 스위스 2 1 0 0 1 4

11 스페인 20 5 3 2 1 31

12 슬로바키아 1 0 0 0 3 4

13 슬로베니아 10 1 0 0 0 11

14 영국 11 0 0 0 1 12

15 오스트레일리아 0 0 0 1 0 1

16 오스트리아 6 0 0 4 4 14

17 이스라엘 10 0 0 0 1 11

18 일본 16 0 2 2 1 21

19 중국 1 2 0 0 0 3

20 체코 10 0 0 0 8 18

21 칠레 3 0 0 0 0 3

22 캐나다 6 0 0 3 1 10

23 크로아티아 0 3 0 0 0 3

24 폴란드 5 0 0 0 1 6

25 프랑스 5 3 0 3 1 12

26 핀란드 4 2 0 0 3 9

27 한국 6 0 2 0 0 8

28 헝가리 3 0 0 1 0 4

29 홍콩 4 0 0 0 0 4

합계 172 21 10 28 35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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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2(3m×3m)×2면의 전시 부스를 임차하여, 한국지도학회와 국토지리정보원, 점자지도 제작사인 새한항업이 함께 운영하

였다. 전시 품목은 ① 국가 지도집(영문), ② 각종 지도 및 관련 자료, ③ 다국어 세계 지도(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④ 국가공간정보사업 및 관련 자료(영문 브로슈어 및 보고서 포함), 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 ⑥ 해설대

동여지도(진선출판사 제공) 등이었다. 점자 지도와 국가지도집, 다국어 세계 지도, 고지도 순으로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4.2 국가 지도 자료 및 국가 지도집 전시

텔레콤센터빌딩 1층의 회원국 Korea Map Board[3㎡(1m × 3m) × 7면]에 다국어 세계지도, 동북아 주변지도, 우리나라 

전도 등을 전시하였다. 텔레콤센터빌딩 20층 전망대에서는 The National Atlas of Korea(원본), The National Atlas of 

Korea (comprehensive version, children version), 점자지도 아틀라스 등을 전시하였다.

이번 국제 지도 전시(International Cartographic Exhibition) 역시  7개 부문(Maps on panels, Charts on panels, 

Atlases, Digital Products, Digital Services, Educational Cartographic Products, Other Cartographic Products)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3개 부문에만 출품을 하였다. 향후 각 부문에 더 많은 작품을 골고루 출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4.3 세계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우리나라는 세계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Barbara Petchenik Children's Map Contest)에 2017년과 2018년 국내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입상작 6점을 출품하였다. 세계 33개국에서 출품된 188점 중 부천 부명중학교 1학년 김민찬(12세, 작년 출품 

당시에는 부천 신도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9~12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지난 워싱턴 D.C. 대회의 6~8세 

부문 오은주 학생의 최우수상에 이은 연속 수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

로 우리나라도 국내 대회에서 6세 미만, 13~15세 부문에 대한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를 추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작품을 

출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 9-12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찬 학생의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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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국의 국가 지도 자료와 국가 지도집에 표기된 동해와 독도

5.1 동해 관련 표기

출품된 지도와 아틀라스,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소축척 지도에서는 동해 또는 일본해가 표기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동아

시아 규모 정도의 지도에서는 대부분 표기되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었다. 

병기의 경우 “일본해(동해)”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스페인은 일본해/동해, 영국은 일본해(동해)라고 병기하고 있었

으며, 동해를 먼저 표기한 경우는 없었다. 한 국가에서 출품한 지도 중에서도 출판업체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가 

있는가 하면, 일본해만 표기되어 있는 지도도 있었다. 

5.2 독도 관련 표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각각 독도와 竹島(또는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었고, 다른 국가의 지도에서는 독도 관련 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을 그린 지도(또는 아틀라스)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독도에 대한 표기는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출품한 지도의 경우, 바다는 일본해로 표기한 반면, 독도(또는 죽도)는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은 매우 이례적으로 죽도, 독도를 병기[takeshima(dokdo)]하였다. 그런데 독도보다 다케시마가 앞에 표기되어 있다.

표 4. 각국 지도집에 표기된 동해 또는 일본해

국가 유형 지도명 동해 일본해 병기

스웨덴 판넬 세계지도 O

스페인

판넬 MAFA FISICO DEL MUNDO 일본해/동해 

판넬 GLOBO TERRAQUEO O

아틀라스 ESPANA EN MAPAS O

이스라엘 판넬 세계지도 O

중국

판넬 일대일로 지도 O

지구본 Crystal Regional Globe (silver) O

디지털 DI LI 지도 (2012) O

아틀라스 Atlas of the World O

체코 교육 Skolni Atlas sveta O

벨기에 교육 atlas JUNIOR Edition 2019 O

영국

교육 School Atlas Learn with maps 일본해(동해)

아틀라스 THE TIMES 일본해(동해)

아틀라스 WORLD ATLAS 일본해(동해)

일본

교육

(아틀라스)
세계지도 O

디지털 Web map in English O

판넬 The World Map (JPN-MP1) O

판넬 The World Map (JPN-MP2) O

미국 
판넬 Equal Earth-Topography and Environments O

판넬 Equal Earth-Countries of the World O

헝가리 판넬 CHINA O

불가리아 아틀라스 ATAA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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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으로 본 ICC 2019

그림 4. 총회(첫 날) 장면 그림 5. 우리나라 전시 부스(플라자 헤이세이)

그림 6. 전시장(지도집 등) (텔레콤센터 전망대) 그림 7. panel 전시장 (좌측 : 각국에서 출품한 지도, 우측 : 

어린이지도그리기 작품, 텔레콤센터 1층)

그림 8. 총회(최종일 : 회장 선출 장면) 그림 9. 학술대회장 전경(중앙 : 미라이칸, 우측 : 플라자 헤이세이)

그림 10. 폐회식 장면(플라자 헤이세이) 그림 11. 시상식(교육용 작품 부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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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가 의의 및 향후 개선 방안

7.1 참가 의의

첫째, 이번 세계지도학대회는 한국 지도학계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그동안 이룩한 연구 성과를 국제지도학계와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지도학과 GIS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이었다. 

둘째,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기술 동향,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기본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시각장애인용 점자지도 등은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유리한 분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공간정보 산업의 국제 진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각국 언어로 제작된 세계지도(다국어 세계지도)도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간 유럽 중심의 지도를 사용하던 

나라의 참가자들에게 태평양과 한반도 중심의 지도는 매우 새롭고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들 지도의 표기 오류는 단순한 내용 오류가 아니라 지도의 핵심인 지명 표기 오류라는 점에서 (동해/독도 표기의 

오류처럼) 당사국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정밀하고도 세밀한 검수를 거쳐서 제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기술 동향,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기본 토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사업의 국제화 및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토대

를 마련하였다. 날로 치열해 지는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및 블루오션 시장 확보를 위한 세계 시장

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넷째, 공간정보기술의 새로운 컨텐츠 확보 및 디지털 공간정보기술의 블루오션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공간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국제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국내 민간 기업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전시 및 홍보의 

중요한 기회였는데, 국내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매우 안타까웠다.

마지막으로 구축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지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21세

기에도 지도학 자체의 원론적인 공간 인식의 중요성과 독립된 학문으로서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 

7.2 개선할 점

전시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시 물품의 다양화 및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향후 대회에서는 정부 주도, 

일반도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민간이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지도 전시 및 홍보로 탈바꿈해야 한다. 전시 물품도 지도는 물론이

고, 지도를 매개로 제작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 3차원 입체지도, 해도, 디지털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부스 운영 지원 인력이 각종 전시 물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경우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도 

제작의 목적과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전시를 통하여 개선할 사항 등을 잘 모를 수 있다. 향후에는 지도 제작 기관 및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지도 배부 중심으로 홍보하였는데, 홍보물의 수량이 제한적이고 부피도 커서 홍보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도학적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사전에 별도로 제작

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홍보물 등은 한글로 제작되어 있는 성과물에 대한 영문화(또는 다국어화) 작업이 필요하다. 고지도에 

관심을 갖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하였지만, 한글 버전의 전시물만 있어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 도쿄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 대회보다 발표자가 상대적으로 적

었다. 본회 차원에서 차기 대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ICC 주요 commission 및 워킹 그룹의 활동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본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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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확보한 세계 각국의 지도학자와 관련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소그룹 학술대회 및 각국 또는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권역의 학술대회 주최와 UN-GGIM 등의 행사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주요 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연구 공유뿐만 아니라 국가지도집 수정판 배포, 

동해 및 독도 홍보 등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

7.3 향후 계획

ICA regional conference 유치 노력을 통하여 총회 유치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ICC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 및 ICC 유치를 위한 TFT 설치 등 한국지도학회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학회 차원에서는 이미 ICC 개최 주기에 맞추기 위하여 회장단의 임기를 조정하였다. 본회를 비롯하여 관련 학회, 국가지도

제작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ICC 준비 협의체 구성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2021년 7월에는 이탈리아 플로렌스, 2023년 8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ICC가 열릴 예정이므로 유관 기관

과의 사전 협의, 충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의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본회 차원에서는 International Map Year의 성과인 I Love Maps(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당 10~15쪽으로 구성)

의 번역 작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7.4 전시 부스 운영 및 전시장 출품 관련 총평

우리나라 전시 물품은 여전히 일반도 위주였고, 단순한 지도 형태의 전시물이 대부분이었다. 지도 및 해도 panel 전시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도만 출품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3D, 홀로그램, 2차원 지형도를 3차원으로 보이도록 인쇄한 

지도, 주제도(불가리아 – 동물) 등 다양한 지도를 출품하였다. 또한 천으로 인쇄된 지도, 실로 표현된 지도, 구 형태의 입체지도 

등 표현 방식, 소재, 주제의 다양성이 돋보였다.

국가마다 자연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도를 제작, 출품하였다. 예를 들어, 스키 관광이 발달한 국가의 경우 이를 활용한 

관광지도 등이다. 중국과 일본은 지도를 각종 생활용품(옷, 스카프, 넥타이, 신발, 여행용 가방 등)에 접목시켜 매우 독창적인 

상품들을 개발하여 선보였다. 우리나라도 지도, 지리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수익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제작 사업 중에서 일정 부분을 국제지도학대회 전시를 대비한 다양한 지도 제작에 할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를 비롯하여 다국어 버전의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도 제작 역량이 아직 미흡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상 배포용 전시물이 수요에 비해 물량이 크게 부족하였다. 세계지도 세트는 부스 개장일에 모두 소진되었다. 준비 단계에

서 필자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요청했음에도 특송료 등 때문에 제한된 수량만 운송할 수밖에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다. 다국어 

세계지도는 말아서 운반해야 되는데, 휴대하기 좋도록 접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면 홍보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다양한 언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KOICA 사업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 

역량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 업체 전시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로 전시가 이루어져 민간 업체의 참여가 부족하였다. 

2018년 IGU와 2019년 ICC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민간 지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전시 부스 운영 지원 대학원생의 경우, 사전 미팅을 통해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각 전시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시 물품의 제작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면 관련 내용을 전시 부스 방문자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잘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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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전시 물품에 대한 내방객들의 관심도에는 소속 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점자지도(학계), 다국어 

세계 지도 및 national atlas(지도 제작 정부 기관), 대동여지도(서양인), 북극 지도(관련 연구자, 전문가 특히 극지 연구자) 

순서로 관심도가 높았다. 특히 대동여지도의 경우 도법의 독특성 때문에 고지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런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외국인용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시 부스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하여 운영하였는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위성 관련 성과물, 해도 

등의 출품 및 전시가 활발하였다. 따라서 국립해양조사원, 위성영상 관련 기관 등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출품 기관

의 저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7.5 어린이 지도 그리기 관련 총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다른 국가의 경우, 지구적인 이슈(환경, 에너지, 인류애 

등)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구적인 이슈를 다룬 작품들은 심사자들의 주목을 끌기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에

서 유리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지도그리기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의 주제를 “세계화”, “평화”, 

“환경”, “에너지”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회 출품작들 중 아프리카 소속 국가들은 아프리카 대륙 형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 출품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매우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음에도 입상작은 없었다. 따라서 국제지도학대회 출품을 목표로 할 경우, 가급적 세계지도가 표현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7.6 컨퍼런스 관련 총평

우리나라 지도학계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시 부스 설치 및 운영도 중요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 그룹 또는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다. 단순 참가도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국제

학술대회에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평소에도 관심 분야 연구자들과 지속

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며, 국제학술대회 참석 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1년 이상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준비했지만, 외교적 마찰 우려 등으로 준비가 순조롭지 않았다.  

플라자 헤이세이 3층에 우리나라 자체의 전시 부스를 설치, 운영하면서 홍보했던 각종 연구성과물들을 텔레콤센터 1층 및 

전망대 전시장에 전시하였는데, 이 외에도 관련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발표를 했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참가자들이 여러 세션에 참여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 및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연구 성과가 ICC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사업 예산에 국제학술대회 지원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지도학회 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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