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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를 활용한 사회 편의/안전 서비스 활성화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지자체ㆍ사회적 기업 주도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회 편의/안전 서비스 제공 활성화
▶ 사회 취약계층 대상 안전 서비스와 GIS 연계 교통•지하시설물 등 서비스 제공 활성화
• 여성, 노약자, 안전취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 범죄 예방, 실종 예방, 인명 구조 등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심 서비스 제공 확대
• 또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교통 정보 제공 및 지하 시설물 관리 등과 같은 사회 편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서비스 제공도 확대
•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위치 정보를 활용한 대민 복지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추진
- (사)토닥토닥•위즈온협동조합, 커뮤니티 매핑(장애아동가족에게 필요한 일상 정보 제공)사업 추진

표 1_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의 위치정보 활용 안전ㆍ복지ㆍ인프라 강화 관련 대민서비스 추진 현황

구분

강릉시

사업 추진 현황
§

지역 공중화장실 ‘여성안심 비상벨’ 설치

§

여성톤으로 “사람살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

§

음성 인식 후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돼 통화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경찰 출동 등 현장 대응 시간이 단축

§

치매 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GPS 위치추적기 보급, 지문인식사업)

금산군

§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사건 예방을 위한 GPS 위치추적기 보급

예산군

§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특정 지역 이탈의 경우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및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제공

경기도

§

전동보장구 충전소 위치 정보 제공

§

도내 전동보장구 충전소 221개소의 정확한 주소와 건물명, 지하철역 등 설치 위치 공개

§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 향상 기대

§

119 신고자를 위한 소방차ㆍ구급차 출정정보 제공 서비스

§

119 신고자에게 소방대원이 문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고, 신고자는 수신된

경기도

(사)토닥토닥/
위즈온협동조합

URL을 통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동차량 이동 상황 파악
§

이동차량 연락처 제공으로 신고자와 신속한 사고 대응 가능

§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종의 응급상황 매뉴얼도 함께 제공

§

장애아동가족에게 필요한 일상영역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매핑 사업

§

교육, 이동, 복지, 문화 등 일상의 필수 영역에 대한 위치정보(지도) 제공 추진

§

치료ㆍ재활 관련 시설(병원 등) 조사를 통해 지도 서비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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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완료

§

교통 정보, 버스 정보(저상버스 운행정보, 버스노선 검색, 버스운행시간표),

§

주차정보 등 도로ㆍ교통시설, 대중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시내버스에 위치정보 단말기를 장착하여, 시내버스 위치정보 수집, 버스 도착

§

예정시간, 정류장 정보 등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예정(10월)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추진

§

지하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속성 정보를 전자지도로 구축

§

도로굴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및 도민 생활의 안전
향상을 기대
※ 올해 사업 구간은 태안군을 비롯한 도내 9개 시·군 581㎞
출처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위치정보의 효율적 활용 촉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완비와
예산 지원이 서비스 활성화의 토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 촉진)1) 1항과 2항에서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각 분야에서의 관련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실시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2)
1항에서 8항까지 각종 사업들을 명시

공공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 취약계층 대상으로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
• 노약자 및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 대비 위치정보 이용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단말, 이용 교육 등)이 필요
• 또한,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오작동 방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관리가 필요

▶ 민간 부문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서비스 개발ㆍ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업을 통해 서비스 역량 강화가 필요
• 경기도의 경우 대리운전 신청 후 대리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민간대리운전 업체의
서비스에서 아이디어를 차용
- 대리운전자의 이동 위치를 대리운전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소방차•구급차 출동 위치를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차용

1) 2008년 2월 29일 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44&efYd=20170530#0000
2) 2017년 3월 8일 시행,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7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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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및 지자체의 단독 서비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수행
경험(DB 구축, UI/UX 개발, 안전 및 복지서비스 구축 등)을 공유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Reference
1.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606010002595
2.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528010014932
3.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1680
4.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047
5.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48214
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30_0014865067&cID=10807&pID=10800
7.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610
8.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070
9.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17824334fe884dd68a1cfc3ac8a7d661
10.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90663_21408.html
1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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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전용망을 통한 LBS 서비스 활성화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IoT,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산업 혁신을 주도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인프라로 IoT 인프라와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과 기존 산업이 융합되어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새로운 초연결, 초지능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는 개념
• IoT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ICT 핵심 기술과 함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ㆍ판매ㆍ구매의
디지털화 및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로 작용

표 2_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산업혁명 단계별 특징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키워드

1784~

철강생산, 섬유산업, 광업&금속업,

기계화, 증기기관, 수력/증기력,
증기기관 공장
1870~

1969~

현재

생산방식
공장생산체계,
기계화된 생산

전기에너지, 컨베이어벨트, 생산 라인,

작업 표준화, 분업,

세계화, 엔진/터빈

생산&조립라인, 대량생산

컴퓨터&인터넷, 디지털 제조, PLC&로봇,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IT, 전자/디지털 네트워크

공장자동화, 오프쇼어링

ICT 융합, 자율머신, 진화된 로봇,

자능화, 가상&물리시스템,

클라우드, IoT, AI(머신러닝), Big Data,

스마트제조, 다품종 소량생산,

스마트팩토리

리쇼어링

출처: WEF(2015) & DFKI(2014)를 기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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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IoT 전용망 구축을 통한 IoT 시장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주력

▶ SKT 2016년 LoRa3)망, KTㆍLGU+ NB-IoT4)망 등 양대 진영 간 IoT 전용망 경쟁
• SKT는 2016년 7월 IoT 전용망인 LoRa를 전국에 구축하고, IoT 시장 주도권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비서 ‘누구5)(스마트스피커)’를 출시
• 2017년 말까지 60여개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70여개 이상의 스마트홈 연동상품을 출시했으며,
향후에도 인공지능 ‘누구’와 연동한 가전 기기를 선보일 계획

▶ KT-LGU+, NB-IoT 상용화, 핵심 제품 공동 수급, 협ㆍ단체 및 글로벌 기구 활동에 대해 협력을 추진
• ▲ NB-IoT 네트워크 상용화 추진과 함께 전국망 구축, ▲ 국내외 주요 IoT 제조사의 칩셋·모듈·단말
등을 공동 수급, ▲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사업자가 Io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 ▲ 정부의
IoT 정책에 공동 대응, ▲ 국내 협ㆍ단체와 연계한 사업 추진도 진행, ▲ 가스·수도·전기계량기 등
IoT 수요가 많은 공익사업 분야에 함께 진출 추진 등의 부분에서 협력
• KT는 상반기 내 NB-IoT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LGU+는 4월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NB-IoT
네트워크를 구축한데 이어 상반기 내 전국 85개 시 지역에 NB-IoT 전용망을 구축한다는 계획

이동통신3사, IoT 전용망 기반의 위치기반 서비스에서도 격돌

▶ SKT, 다양한 LBS 신상품 출시 및 외연 확대를 통한 생태계 확대에 주력
• 자녀 및 반려동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키코(Keyco)’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단말기 보험 상품
‘폰세이프IV’ 서비스에 ‘위치 분실 방지 서비스’ 도입을 검토
• KCC정보통신(IoT를 활용하는 차량 관제 서비스 공동 개발), 스마코사(위치추적 단말기 지퍼 출시),
SK네트웍스(LoRa 기반 렌터카 종합관리시스템), SK(주) C&C(블록체인 물류서비스에 LoRa 적용) 등
협력을 통한 LBS 서비스 확장을 시도

3) LoRa(Long Range): 대규모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대기 전력이 적고 모듈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 정부 인가가
필요 없는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 전국에 별도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통신용 모듈 가격이 LTE-M보다 저렴
4) NB-IoT(Narrow Band IoT): 기존 이동통신(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광역 IoT 기술의 하나로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적합한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되며,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기 가능.
기존 LTE 기지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망 구축비 부담이 적고 LoRa보다 '음영구간'이 적지만 모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5) SKT 개발의 차량용 AI비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과 음성인식 기반 AI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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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다용도 위치 트래커를 통해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준비
• LG전자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가전제품과 연동되는 ‘GiGA IoT 홈매니저’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인공지능 TV인 ‘기가지니’와 연동
• 또한, 삼성전자의 NB-IoT 모바일 단말인 ‘다용도 위치 트래커’6)를 이용한 위치 트래킹 베타 테스트를
진행. 향후 자녀, 반려 동물, 치매 노인, 개인 고가 자산에 대한 위치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

▶ LGU+, 아파트 홈 IoT 플랫폼 구축에 주력,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확장 추진
• 대우건설, SH공사, 반도건설, 동양건설 등 20개 사와 협약을 통해 통신사의 IoT 상품과 IoT
플랫폼을 연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독립형 허브를 건설사 맞춤 제품(IoT@Home)으로 개발
• 경기도 고양시에 NB-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시스템' 구축 진행하고 있으며,
삼천리와 NB-IoT 기반 도시가스 배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Reference
1.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05_0000004168&cID=13001&pID=13000
2.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2/2017060201560.html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6112
3.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e943dd4b52664ad79d0ed0ce6285849c
4. Hello T,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3&idx=34985
5. 뉴스웨이,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052610592292937&md=20170529162736_AO
6. IT데일리,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81218
7.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0711192042386
8. NOKIA, LTE-M Optimizing LET for the Internet of Things White Paper
9. Franklin Heath, LPWA Technology Security Comparison

6) 기존의 위치 트래커 제품 대비 크기와 사용 시간이 개선되었으며, 위성항법시스템(GPS), WPS(Wi-Fi 위치 측위), 기지국 위치
측위 기술을 이용하여 정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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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GNSS(일본판 GPS)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일본, 자체 GNSS(일본판 GPS 위성시스템)을 통한 cm 단위의 정밀 측위 실현 추진
▶ JAXA-미쓰비시중공업, GPS 위성 ‘미치비키’2호7) 발사, 연말까지 총4기 GPS 위성 체제를 구축할 계획
• 미국의 GPS 시스템을 대신하여 일본 고유의 GPS 시스템을 구축하여 GPS 오차를 1m 정도로 축소하는
한편, 국토지리원이 설치한 전자기준점과 연계하여 몇cm수십cm 단위의 정밀 측위를 실현한다는 계획
• 일본의 바로 위 상공에 있는 궤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빌딩 사이 및 산간 지역 등 전파가 닿기 어려운
사각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

2017년 연말까치 추가로 2기의 GPS 위성 발사, 2023년 총 7기의 GPS 위성 체제를 구축
▶ 준천정궤도(일본판 GPS) 3호기와 정지궤도 4호기를 2017년 말까지 추가 발사한다는 계획
• ‘미치비키’ 위성이 일본 상공을 커버하는 시간은 1일 약 8시간으로 24시간 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3기의 위성이 필요
• 따라서 일본은 2010년 발사한 ‘미치비키’ 1호기와 이번에 발사한 2호기에 이어 올해 2기(1기는
정지궤도 투입)를 추가 발사하여 총 4기의 위성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
• 4기 체제가 실현되면 아이폰 기반으로 자동차 운전, 농업, 건설 등의 분야에서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건설공사, 농사자동화,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중
• 2015년 1월에 수립된 ‘우주 기본 계획8)’에서 2023년도를 목표로 지속 측위 가능한 7기 GPS 위성
체제의 운용 개시를 결정한 바 있음

7) 높이 6.5m, 폭 2.8m(태양전지 패널을 펼칠 경우 19m), 페이로드 부 370kg, 버스부 1,180kg으로 궤도 천이 및 제어를 위한
추진체와 합치면 총발사중량은 4,000kg(정지궤도에 투입되는 3호기는 페이로드 부 475kg, 버스 부 1,215kg으로 총
발사중량은 4,700kg)
8) 일본을 둘러싼 안보의 증대 및 우주개발 이용을 위한 우주산업기반의 변화 등으로 신규 정책방향을 제시한 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독자적 GPS 구축’, ‘우주분야 관련 해외 진출’ 등이 있음

9

6월 2주

Weekly Report

그림 1_みちびき2호기 및 발사장면

출처: 三菱重工/JAXA

cm급 고정밀 위성 위치확인 서비스 상용화 및 해외 진출에도 주력
▶ 일본판 GPS 위성을 사용한 위치정보서비스 해외 진출을 위한 GPSA(Global Positioning Augmentation
Service Corporation) 설립
• 히타치조선,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 덴소, 일본정책투자은행, 일본무선 등 5개사가 공동출자한 회사
• 고정밀 궤도 및 클럭 분석 도구를 이용한 검증 테스트를 통해 cm급 수준의 정밀 글로벌 위성 위치
확인 서비스 상용화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진출이 목적
• 또한, 해상 및 기상관측 애플리케이션, 자율차량, 농업/건설 기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GPS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체 GPS 위성 시스템 구축
노력은 위치측위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
• 자국 버전의 위성 GPS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국 내 상황에 최적화된 GPS 시스템의
자주·독립성이 한층 더 강조될 전망

Reference
1. http://www.jiji.com/jc/article?k=2017060100358&g=soc
2. http://www.hitachi.com/New/cnews/month/2017/06/170614.html
3. http://qzss.go.jp/
4. http://www.satnavi.jaxa.jp/project/qz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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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enews.com/view.php?ud=2017060821235075049bdce8ae77_1

§

韓 제안 '선박 운항 국제표준' 채택 임박..세계 최초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1426806615960736&DCD=A00106&OutLnkChk=Y

§

스파코사, GPS 위치추적기 '지퍼' 태국 수출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613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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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유동인구 분석'서비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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