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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관련 규제에 따른 기술발전 동향
정확한 위치측위 기술을 가진 무인항공기 사업의 성장 예상
▶ 무인항공기(UAV)의 규제 및 관련 기술
• 무인항공기(UAV)시장은 2035년까지 유럽에서만 연간 100억 유로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며,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다양한 규제가 시행
- 1월에 출범한 유럽연합(EU)의 “유럽 드론 규칙(European Drone Regulation)”, 4월 21부터 발효되는
FAA(미국 연방항공청)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칙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필요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 드론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무인항공기 업체 사이에서 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 기술에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Detect and Avoid”, “Critical Communications”, “ Precise Positioning” 기술이 필수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의 활용 방안, 관련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Detect and Avoid) 무인항공기가 운영 환경을 감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장애물(다른 항공기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다양한 환경에서 무인항공기를 안전하게 작동하게 하는 핵심 기술
· 카메라 및 레이더 등의 센서로 입력하는 정보, 다른 무인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외부 신호의 입력 등을 결합하여,
무인항공기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함
· 성능, 비용, 크기, 중량 및 전력 등을 종합하여 사용하는 곳에 맞춰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 과제

- (Critical Communications) 무인항공기 및 지원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수집 및 통신 하는 것으로,
신뢰성 높은 무선통신은 장거리 운영에 필수
· 장거리 BVLOS1)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중 중복시스템(Multiple Redundant System)을 이용한 높은 가용성과
짧은 Latency2)등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Satcom(통신위성), Cellular Network 같은 표준화가 필요
· 이와 같은 표준화는 통신사업자(Network Operator)나 무인항공기 사업자가 통신능력 및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ACJA3)는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5G의 특성인
Reliability(신뢰도), URLLC4) mMTC5)를 기반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

1)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 비가시권(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
2) Latency : 지연속도(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
3) ACJA(Aerial Connectivity Joint Activity) : GSMA(세계 이동 통신사업자 연합회)와 GUTMA(글로벌 무인 교통 관리 협회)가
항공 및 모바일 산업 간의 통신 및 협력을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
4) URLLC(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 5G에서 데이터 전송의 신뢰도가 매우 높고 지연 시간이 매우 짧은 통신
5) mMTC(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 : 5G에서 대규모 기기가 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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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se Positioning)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측위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어두운 하늘,
Urban canyons(도시 협곡)등에서 이용이 어려워 이러한 장소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기술이 필요
· Interial Navigation6)등의 위치측위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최신의 무인항공기는 AI와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GNSS가 없는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
· Celluar와 Wi-fi 신호를 포함한 복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복적인 확인을 통한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용 가능

•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규제들은 무인항공기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며, 앞서
설명된 기술들은 새로운 드론 규정을 충족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사업자의 미래가 달라질 것임

Reference
• Commercial UAV News : “Ready for Scale-Up – The Three Technology Areas that Will Rise to the UAV Regulatory Challenge”, 2021. 4. 14.

6) Inertial Navigation(관성항법) : 출발점으로부터 이동 경로에 따른 순간순간의 가속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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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Bluetooth) 위치 서비스 시장 동향
블루투스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2025년까지 51만 6천 건 전망
삼성전자-애플,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 활용한 스마트 태그 경쟁
▶ 블루투스 기술 탑재 디바이스, 2025년까지 전 세계적인 성장 예상
• 블루투스 SIG(Special Interest Group)는 2021 시장 동향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20년
블루투스 기술이 탑재된 디바이스의 연간 출하량이 40억 대에서, 향후 2025년에는 60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블루투스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블루투스 의료기기 및 솔루션에 기반한 의료 환경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블루투스 위치기반 의료서비스의 도입이 2025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건강과 웰니스(생활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루투스 웨어러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억 5백만 대의 디바이스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
- 블루투스 기술은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 및 실내 위치추적 시스템(IPS) 등에 활용되어
위치추적 시장에서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eal Time Location Service, RTLS) : 안심귀가, 안전한 복귀 등의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실내 위치추적 시스템(Indoor Positioning System, IPS) : 실내 내비게이션 등 위치 서비스 증가율이
2025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마크 파월(Mark Powell) 블루투스 SIG CEO는 “블루투스 커뮤니티는 2020년에 직면했던 난제에도
불구하고 혁신 기술 개발에 매진하며 팬데믹 상황에 잘 대처해왔다”라면서 “안전하게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온 커뮤니티의 단합이 가져온 놀라운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 삼성전자-애플,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의 ‘스마트 태그’ 출시
•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태그는 반려동물, 열쇠, 핸드백, 가방, 자전거 등에
부착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출시하였고,
애플은 ‘에어태그’를 공개
- (삼성전자) 2021년 1월에 출시한 ‘갤럭시 스마트 태그’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를 2021년 4월 16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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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제품에는 UWB(초 광대역) 기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센티미터(Cm) 단위의 정확한
거리 및 방향 측정, 실내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UWB 도달 범위 밖에서도 블루투스나 UWB 기술을
지원하는 주변 갤럭시 스마트폰과 테블릿을 통한 위치 추적 가능
그림 1. 갤럭시 스마트 태그 플러스(+)

출처 : 삼성전자

- (애플) 2021년 4월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제품 발표 행사에 ‘에어태그’를 선보였으며, 동전 모양과 유사한
에어태그는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 에어태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생활방수·방진 기능 탑재
· 아이폰 ‘나의 찾기’ 앱을 통해 블루투스 범위 내에 있는 에어태그에서 소리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U1칩을 통해 아이폰과 에어태그와의 거리나 방향 등을 정확하게 측정되는 정밀탐색 기능 탑재
· 카이앤 드랜스 애플 월드와이드 아이폰 제품 마케팅담당 부사장은 “에어태그는 아이폰 고객에게 애플
생태계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아이폰의 활용도를 확장해줄 것이다”라고 언급
그림 2. 애플 ‘에어태그’

출처 : Apple(애플)

Reference
• NextDaily : “블루투스 디바이스 2025년 60억대 이상”, 2021. 4. 16.
• 조선비즈 : “반려견 위치까지 추적”…삼성·애플, 이번엔 ‘스마트 태그’ 격돌”,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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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술, 로봇산업으로 영역 확대
국내 통신3사, ‘초연결’이 필수적인 로봇산업에 5G 기술 접목
5G망, 위치정보 정확도 10Cm 이내로 정밀 측위 가능
▶ 5G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통신3사, 호텔·물류·방역 등 로봇 서비스 분야 확대
• 국내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5G를 기반으로 ‘초연결’이 필수적인 로봇산업까지
사업 영역 확대
- (SK텔레콤)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업하여 5G 네트워크와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TLS)를
활용한 5G 복합방역로봇 솔루션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성공
· 병원 현장에 투입된 비대면 케어 서비스 로봇 ‘키미(Keemi)’는 AI 기술로 안면 인식 시스템과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여부, 밀집도 분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병원 시설물 자외선(UV) 방역 기능을 갖춤

- (KT) 임직원 대상으로 ‘AI 로봇 우편배송 서비스’를 시작하여 대상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입력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목적지까지 이동
· 이 서비스를 토대로 KT는 향후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무실 등으로 AI 로봇을 활용한 실내 물류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

- (LG유플러스) 자율주행로봇에 AI를 탑재하여 전주시 대기환경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집한
환경정보를 5G를 통해 광주 모바일에지컴퓨팅센터(MEC)에 전달
• 로봇 산업에 필수적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의한 5세대 통신규약(IMT-2020)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을 통하여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구현
- 2G, 3G, 4G가 휴대폰과 연결하는 통신망에 불과한 반면, 5G는 휴대폰 영역을 넘어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점에 있어서 로봇 구동에 필수적인 ‘초연결’이 가능
· 위치측위에 있어 LTE는 50M 오차범위를 가지며, 5G 망은 10Cm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어, 5G가
LTE에 비해 훨씬 정교해짐

- 정보통신 관련 연구원은 “로봇은 아주 복합적이고 기계들이 워낙 많이 연결돼 있다보니 프로그램 간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공간을 뛰어넘는 ‘초연결성’이 핵심인데 5G밖에 구현이 안 된다”면서
“로봇 시장 진출은 기업의 실적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필사의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
Reference
• 한국경제 : “미래먹거리 찾던 이통3사, 로봇 점찍었다…"5G와 찰떡궁합"[분석+]”,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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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동향
▶ '순찰차 동행 드론', '보이는 112'…과학치안 레벨업된다
- http://www.inews24.com/view/1356173
▶ SKT, 미 방송사와 5G·AI 기술 활용한 고품질 방송 서비스 구현
-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4&idx=57368
▶ 국내 최대 드론쇼 코리아 29일 부산 개최…드론 미래 가늠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034700051?input=1195m
▶ 국내 이착륙 항공기 2027년까지 84만대로 확대
- https://www.fnnews.com/news/202104201016468568
▶ [Technical Report] UWB와 블루투스 LE를 결합한 저전력·고정밀 위치확인 애플리케이션 부상
-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2&idx=57737
▶ “내릴 역에 도착”… 음성-문자로 알려드려요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0/106490810/1
▶ 국내 유일 AI 커맨드센터, 용인세브란스병원 IRS 1년 "병원내 다양한 데이터 통합 중"
-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993
▶ "서울서 부산까지 자율 배송로봇 만들겠다"
- https://zdnet.co.kr/view/?no=20210414174324
▶ 엘리베이터, 로봇 연동 시스템 개발 ‘붐’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4271438329890633
▶ [미래차 기술 현황과 전망Ⅰ] 100%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 가능하긴 한 건가요?
-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2&idx=5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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