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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VPS 관련 산업 동향
이미지 기반 위치 측위 시스템 개발,
장애물, 건물 등 인식기술에 적용
▶ 라이카 지오 시스템즈, GNSS RTK Rover인 “Leica GS18 I” 출시
• (Leica geosystems) 스위스에 본사를 둔 Leica Geosystems 는 세계 최초의 GNSS RTK 탐사 로봇
“Leica GS18 I”를 출시하여 현장에서의 데이터 품질을 확인 가능하도록 함
- ”Leica GS18 I”는 GNSS로는 측위가 불가능한 장소에 대하여 측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을
먼저 파악한 이후 측위 하는 것이 가능
- 내부에 Visual positioning functionality 측위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위하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으며,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수집이 가능
- GNSS 보정 서비스의 RTK 보정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Visual positioning technology가
추가되어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장애물 아래에 있는 벽 등의 측위가 가능
- ”Leica GS18 I”와 관련하여 Visual positioning technology는, GNSS, IMU1) 및 카메라를 결합한
센서로, 현장에서 바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 한 지점의 위치를 측위
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
그림 1_Leica GS18, 연속된 이미지를 통한 위치 측위

출처 : Leica Geosystems

1) 관성 측정 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 이동물체의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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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캡처한 이후 소프트웨어는 GNSS 및 IMU의 데이터를 이미지에서 인식된 특징과
통합하여 글로벌 좌표계에서 이미지의 위치와 방향성을 계산
· 3D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 수동으로 좌표를 입력할 필요 없이, 사용자가 단일 점을 선택하여 연속된 영상에서
자동으로 일치시켜 재구성

- 대형화면에서 점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로 가져올 수 있으며, 다양한 Point Cloud 소프트웨어에서
3D Point Cloud로 생성 가능, 이를 통하여 방문 이후로도 위치 측위가 가능하여 다시 현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캡처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측위 가능

▶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VPS(Visual Positioning System)
• (SoVec, KDDI) 일본의 SoVec과 KDDI는 도시 건물 등의 3차원 정보를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VPS와 AR 기술을 결합하여 일상 공간의 디지털 간판이나 내비게이션, 광고, 엔터테인먼트,
예술, 교육 등의 현장감 있는 콘텐츠 표시
-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일본 국내 시가지에서 VPS를 이용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Starship Technologies) 미국 샌프라시스코의 Starship Technologies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커짐에 따라 비접촉 배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감염자가 직접 이동하거나 배달 담당자가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배송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
- 이 로봇은 이동 중 센서, 카메라 및 고성능 모터가 장착되어 운송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를 별도의 조작 없이 회피하여 배송을 진행

Reference
• SPAR 3D : "The Leica GS18 I GNSS RTK Rover enables point measurement from images", 2020. 8. 26.
• PR TIMES : "SoVeCとKDDI、空間認識技術（VPS）を活用し、日常空間にARを表示させる「XR CHANNEL」の提供開始", 2020. 8. 31.
• Robotics Online : "COVID-19: drive technology and physical distancing",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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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측위 기술의 현황
자율주행 솔루션의 상용화 본격화, 측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네이버·카카오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착수
▶ 신사업 자율주행 및 실내 안전 솔루션, B2B 분야에서 ‘두각’
•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측위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20일 이통사 사업자들은 자율주행 솔루션의
상용화를 본격화하며, 5G 기반의 차량, 로봇 등으로 분야를 다양화
- (로봇) SKT는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투자하며 서비스를 고도화
- (차량) KT와 LG U+는 자율주행 차량에 투자하며 서비스를 고도화
• 미래 모빌리티 시장이 고정밀 측위 기술2) 무인·자율주행으로 주목받으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에 적용되어 활용 범위가 증대
그림 2_‘LG U+ 자율주행 심야셔틀 서비스 ’마중‘ 올 하반기 운영 예정

출처 : LG U+

• 이통사들도 측위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며, 측위 기술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에 제공할 전망

2) 측위 기술 : GPS를 사용하거나 무선 네트워크의 기지국 위치를 활용하여 서비스 요청 단말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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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T맵 서비스에 GPS신호가 잡히지 않는 터널에서도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LTE·5G 신호 기반
측위 알고리즘을 개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인 ‘로라’를 활용해 웨어러블·앱 통합 안전 플랫폼
‘스마트지킴이’에 실내 위치 확인 기능을 도입할 예정
- (KT) 통신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5G 모빌리티 메이커스’를 차량, 운반 카트 등에 적용
- (LG U+) 5G 단독모드(SA) 망에서의 위치 측위 기술을 확보, 10㎜ 단위까지 위치 측위 기능을
제공하는 ‘5G 무인지게차’ 솔루션을 상용화해 스마트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

▶ 위험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0~5로 구분. 레벨4의 경우 차량이 스스로
도로와 주변 상황을 인지 · 판단하여 이동하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단계, 레벨5는 자율주행
마지막 단계로 사람의 개입 없이도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
• (네이버)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 운행·주차가 가능한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착수
- 현재 레벨4 개발과 함께 레벨5 ‘완전 자율주행’ 개발에 착수하는 행보로 풀이
- (네이버랩스) 서울시 전역 2,092㎞ 길이의 주요 도로를 정밀 데이터화한 로드 레이아웃 지도를 구축
- 로드 레이아웃 지도는 네이버랩스의 MMSMobile System인 R1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 ·
업데이트하는 도로 상황을 결합하면 자율주행기술에 필요한 고정밀지도(HD맵)를 만들 수 있음
• (카카오) 올해 3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시작하며 기술 개발에 착수
-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접목,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알고리즘과 지도상의 차량 위치 추정,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술, 차량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측위 기술을 접목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
-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상용화의 핵심인 주행 환경(도로 · 차량 · 보행자 · 신호등 등)
인지기술과 인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지까지의 주행 방법을 결정하는 판단 기술(차로 유지, 변경,
갓길 정차 등), 정교한 차량 제어 기술(조향 · 가속 · 감속 등) 등을 검증
-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알고리즘과 지도상의 차량 위치 추정, 차선 단위의 길안내 등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기술, 차량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측위 기술을 접목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

Reference
• 뉴스토마토 : “자율주행부터 실내 안전까지…통신 측위 기술 고도화”, 2020. 08. 20.
• 아시아투데이 : “운전자 개입없는 완전자율주행 개발 착수한 네이버, 뒤쫓는 카카오”, 2020.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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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상품 출시
‘NH농협은행’ 행동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출시
금융권의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
• (NH농협은행) 최근 행동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NH가고싶은 대한민국 적금’을 출시했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고객이 직접 해당권역을 방문한 뒤 올원뱅크(앱)를 통해 위치를 인증하면 최고
연 3.2% 금리가 적용이 되는 정기적금
- 해당 상품은 농협은행이 혁신기업 육성 협업프로그램,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Challenge+)’ 참여기업
중 하나인 위치기반 인증서비스기업 엘핀과의 협업 결과물이며, 엘핀과의 업무제휴로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상 개인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 1년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10만좌 한정
- 하나로마트 NH멤버스 등 유통데이터를 금융데이터에 연계하며,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외부 비식별 정보까지 접목할 수 있으며, 최근
‘농협금융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
• (은행권)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는 통합자산조회, 맞춤형 상품추천, 투자자문 서비스 등 자산관리가
주를 이루며, 국민은행은 KB마이머니, 신한은행은 마이(MY)자산·신용관리, 농협은행 금융생활피크
등이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 초기로 서비스를 위한 연구 및 개발 단계
- (마이데이터) 은행, 보험, 카드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 서비스이며, 금융당국은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절차 진행 중
- (금융사) 데이터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데이터를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사업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 시중 은행들이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새롭게 출시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음
- (하나은행) 기존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개선한 새로운 버전 ‘뉴하나원큐’를 최근 출시, 흩어져
있던 금융 자산을 스크래핑을 통해 한 곳에서 조회, 관리해주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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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고객 정보가 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 KT와 손잡고 마이데이터 관련 공동 영업, 마케팅 상품 개발 등도 논의
• (카드업계)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타 업종과 손을 잡고 관련 서비스 개발
-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SK텔레콤과 ‘빅데이터 사업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
분야에서 카드 결제 데이터와 이동통신사의 위치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활용을 예고했으며, 카드
결제데이터만으로는 고객의 실제 위치와 이동 방향의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SK텔레콤의
위치정보를 결합해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컨설팅 및 마케팅에 활용
- (하나카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장애인 이동 지원서비스를
선보일 예정, 대전 시민의 교통복지카드 데이터와 실시간 교통 정보 데이터 등을 결합할 계획
•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에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는 60여 개에 이르며, 금융당국은 신청서를
검토해 준비가 잘된 업체 20여 개를 추려 본허가 심사에 착수

‘

==

Reference
• 뉴시스 :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아이디어 봇물…위치 인증하면 금리 우대", 2020. 8. 16.
• 서울경제 : “[발칙한금융]"마이데이터 '간택'만 기다린다" 시장 선점 불붙은 금융권”,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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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동향

▶ 경과원, 언택트 시대 ‘비대면 로봇 서비스 기술’ 확산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41849
▶ 유진로봇, 실내용 3D 스캐닝 라이다 센서 ‘YRL3 시리즈’ 출시
-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90
▶ 서울시, 빅데이터로 혁신서비스 개발 박차…450개 청년일자리 창출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91
▶ 노원구, 스마트라이다(LIDAR) 기술로 통학로 안전 지킨다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824010012251
▶ 리테일테크, 실내 위치확인시스템(IPS) 자체 개발...시장 공략 시동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197
▶ 맵퍼스, 자율주행차 핵심 `HD맵 솔루션` 개발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857706/
▶ 드론 띄워 국내외 256개 현장 동시 모니터링… 효율·생산성 ‘업’ [이슈 속으로]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27528607?OutUrl=naver
▶ 완성을 목전에 둔 KB국민은행 차세대 시스템
- https://byline.network/2020/08/08313/
▶ [파이낸셜 新상품] 금융권 비대면 대출과 어린상품 잇달아 선보여
-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411
▶ 통신-금융 연합전선 구축 활발... 데이터 경제 시대 '정조준'
-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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