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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의 차세대 GNSS 동향
미국, GPS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위한 지침 발표
위치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차세대 Galileo 구축 예정
▶ 미국, GPS의 PNT1)서비스, 성능, 보안 등에 초점을 맞춘 SPD-7 발표
• 국가우주위원회2)의 통신 담당 이사 Will Boyington은 “PNT시스템이 미국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 시스템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언급
• 또한 그는, “SPD-7에 GPS 및 GPS지원 장치의 보안 강화에 대한 내용, GPS가 애플리케이션에 기여하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언급
• 미국 우주군(Space Force)은 전 세계 군사, 상업 및 민간 사용자에게 Radio Navigation3)을 사용하는
GPS 위성들을 이용하여 위성 위치측위를 제공 중으로 SPD-7은 전력망, 통신, 교통, 기상예보,
비상 대응 등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우주 기반 위성들의 GPS가
올바르게 공급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GPS 기술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 GPS III 위성을 발사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중 4개가 우주로 발사되었음
· 이 첨단 GPSIII 위성은 이전과는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신호 방해(Jamming)가 있을 때 보다 탄력적인
고출력 신호를 방출하여 GPS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

• 이 지침에서는 특히 군사용, 민간용, 사업용 GPS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신호가 교란되거나 조작되는 경우에 신호 손실에 대비하고 GPS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또한, GPS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의 위성기반 PNT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며 quantum sensing4),
Relative Navigation5), 민간 또는 공공 소유의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PNT 서비스 개발을 장려
• 미국에서는 16년 만에 우주에 대한 PNT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PNT 서비스의 책임 있는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

1)
2)
3)
4)
5)

PNT(Position, Navigation, Timing) : 측위, 항법, 타이밍
국가우주위원회 : 미국의 우주 개발에 관한 장기 계획 수립과 평가를 목적으로 조직된 전문가 위원회
Radio Navigation : 전파의 직진 성, 정속 성을 이용하여 물건의 이동체의 위치를 결정, 목적지로 유도하는 방법
Quantum Sensing : 물리적 수량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양자 시스템
Relative Navigation : 다른 물건을 기준으로 물건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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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차세대 Galileo 위성 구축 예정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차세대 Galileo 위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14억 7천만 유로
상당의 산업 계약을 진행
- 이 계약은 이전에 Galileo 유효성을 검증하는 “pathfinder”, “Orbit Validation” 위성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독일의 항공우주 사업체 “Airbus”와 이탈리아의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Thales Alenia
Space(TAS)”와 진행 중
- 이 Airbus와 TAS는 6개의 위성을 제작할 예정이며 첫 번째 위성은 2024년 궤도에 오를 예정
- 이번에 제작되는 이 위성들은 위성 간의 링크, 안테나, 원자시계6), 전기 엔진을 활용한 추진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로 송출되는 신호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 가능
• 전 세계 수십억대의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이 위성 측위는 GPS와 Galileo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1m의 오차까지 식별 가능
※ 현재 Galileo는 궤도에 24개의 위성을 올려놓고 있으며, 추가로 12개의 위성이 제작 중에 있음

Reference
• Space.com : “https://www.space.com/trump-space-policy-directive-7-gps-cybersecurity”. 2021. 1. 20.
• BBC News : “EU orders next-generation Galileo satellites” - BBC News“, 2021. 1. 20.

6) 원자시계 : 가장 정확한 시계로, 전자의 고유상태 사이의 전의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세어 시간을 재는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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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위치기반 마케팅
전 세계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증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겟 마케팅·배달 등 O2O 서비스 도입
▶ LBMA, “위치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 언급
• 캐나다의 본사를 위치기반 마케팅 협회(LBMA)에서 2020년 12월 17일 발행한 “Global Location
Trends Report 2020”에서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871개의
기업 마케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가 위치기반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응답
- 글로벌 기업의 95%가 고객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미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0%, 2018년 대비 18% 위치기반서비스가 증가함
• 응답자들은 위치 기반 기술에 대하여 블루투스, 비콘, 와이파이, GPS(위성항법시스템) 순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며, NFC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가 22% 감소하였다고 응답

▶ 다양하게 이용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 국내 기업들 간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푸시(PUSH)알림 등 마케팅 도입
- (SK플래닛) ‘시럽 월렛’ 앱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매장의 홍보하거나 이벤트 등을 포함한
푸쉬(PUSH)알림을 송출하여 매장 방문을 증가시킴
- (BGF리테일-네이버) ‘O2O 플랫폼 사업 공동 추진 업무 제휴’를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위치기반 정보와
빅데이터를 CU의 구매 데이터와 결합하여 각 매장에 마케팅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 (GS25-이베이코리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무인 안심 택배함 서비스 ‘스마일박스’를 시행
- (세븐일레븐-롯데닷컴·엘롯데) 롯데닷컴과 엘롯데에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스마트픽
찾기‘의 선택을 통해 고객의 위치와 가까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물건이 배달되는 방식
•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며 위치정보를 활용한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와 O2O 서비스를
결합하여 마케팅, 무인 안심 택배, 배달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됨

Reference
• IT World : “더욱 중요해지는 위치 기반 마케팅… 데이터 정확도는 의문”, 2021. 1. 26.
• 뉴데일리 : "거미줄 플랫폼 '편의점' 잡아라"… 온라인 공룡 러브콜”, 2021. 1. 22.
• 이데일리 : “위치기반 ‘시럽 월렛’에서 지역 상품권 산다”,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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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위치 측위 기술의 발전
스타트업 ‘리얼메이커’, 5G 실내 위치 측위 기술 개발
‘삼성SDS’, 실내 위치 시스템 앱 ‘e-가드(e-Guard)' 제공
▶ 실내·외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영역 확대
• LG U+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5G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가상 융합 콘텐츠 사업에 다방면으로
협력사업 체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역 스타트업 ‘리얼메이커’가 5G 기반 실내·외 사용자 위치 측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 실내에서 GPS(위성항법시스템)장치를 통한 위치 측위 시 오차범위가 넓어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나, ‘리얼메이커’가 개발한 기술은 실내에서 스마트폰으로 Wi-Fi에 접속하면
무선 AP(액세스포인트)와 신호를 주고 받을 때 송수신 시간과 수신할 때 신호의 강도 차이를 기반으로
위치를 측위하는 방식이며, 오차범위도 2M 내로 정확도가 높음
· 공간 이미지와 AI를 이용한 사용자 움직임 분석의 기술이 추가되면 응급구조, 화재 진압,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이탈자 동선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AR 위치 서비스가 가능

-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가상융합기술 발전과 아세안 교류
협력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5G 기반 가상융합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언급
• 삼성SDS는 독일 대형 컨벤션 센터인 쾰른메세(Koelnmesse)와 협업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7) 가속화를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양 사는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전시장 방역을 위한 실내 위치 시스템 앱
‘e-가드(e-Guard)’를 개발하여 11개 전시장 개별 홀의 인원 수, 인구 밀도 기록을 통해
방문객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 제공
- 삼성SDS와 쾰른메세(Koelnmesse)는 고객 행동 데이터 분석과 실내 위치 인식 기술 리테일
솔루션 ‘넥스숍(Nexshop)’을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8) 등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회의 위치, 내용, 시간, 교통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

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 중인 하드웨어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되 구독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롭고 빠르고 자주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8)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평면 디스플레이나 프로젝터 등에 의해 영상이나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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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쾰른메세 관계자는 “컨벤션 센터 운영 재개에 앞서 전시 업체, 방문객 및 서비스 제공 업체 등
코로나19 시대의 모든 참석자들에게 안전한 전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삼성 SDS와 함께
개발했다”고 언급
• 삼성SDS는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각 국의 대형 전시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진행하며 향후 아시아, 남미 등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
그림 1_‘e-가드(e-Guard)’ 앱

출처 : 쾰른메세(Koelnmesse)

Reference
• 국제신문 : “5G로 실내위치도 추적…부산 스타트업 기술 상용화 박차”, 2021. 1. 27.
• THE GURU : “삼성SDS, 코로나 시대 '전시공간' 디지털혁신 이끈다”,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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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동향

▶ 이노그리드·AKT공간정보, 고정밀 위치기반 IoT 서비스 개발
- https://zdnet.co.kr/view/?no=20210125105731
▶ 이도, GPS 기반 안전관리 솔루션 ‘세이프디’ 개발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1000862
▶ "데이터 기반 행정 개선"…경기도, 통계청·서울대와 MOU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47700061?input=1195m
▶ [CES 2021 All Digital] 지오플랜(Geoplan), CES 2021서 UWB 위치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선보여
-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589448&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 퀄컴,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 무선 플랫폼’ 기반의 커넥티드 지능형 차세대 자동차 증가
-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127800023
▶ 팅크웨어, 배달대행 전문업체와 MOU…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1_0001313228&cID=13001&pID=13000
▶ 삼성·애플, ‘위치추적’ 장치에 꽂힌 이유는?
- http://delighit.net/post/get/40/14496/
▶ [이슈분석] 2021년 5G+전략 세부추진 계획은
- https://www.etnews.com/20210126000154
▶ [기획특집] 스마트병원, 어디까지 왔나? ① 코로나19 장기화에 강화된 비접촉·비대면 시스템
-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1/20/2021012080168.html
▶ ETRI, 5G 기반 드론·CCTV로 도시 곳곳 정밀 관제
- https://zdnet.co.kr/view/?no=20201206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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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