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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실내 측위 솔루션으로 부상하는 Li-Fi 기술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빛(가시광, 적외선)을 이용한 새로운 통신 기술 Li-Fi(Light – Fidelity) 발전 가속화
▶ 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LED 조명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파장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 (개념) 고효율 조명 LED와 Wi-Fi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 LED 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반도체 빛을
이용한 정보를 수신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 LED 조명에 의한 Li-Fi 기술은 위치등록시스템(HLR)1)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 LED 조명이 설치된
실내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 가능
• (원리) LED 점등이 미세하게 켜지고 꺼지는 플리커 현상을 디지털 신호로 인식 및 변환하여 데이터를
전송. 기존의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가시광 대역의 빛을 데이터 전달 매체로 이용
• LED는 초당 200회 이상 깜박이면서 발광 시 “1”, 비발광시 “0”으로 디지털 데이터로 인식하며, 반대로
“1”과 “0”의 디지털 신호를 LED 전등의 발광(켜짐)과 비발광(꺼짐)으로 인식
• 1998년 게이오대학의 나카시마 교수가 처음 제시한 이후 2011년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Harald
Haas 교수가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TED 강연에서 Li-Fi로 명명

표 1_Wi-Fi와 Li-Fi 기술 비교

구분

Wi-Fi 기술

Li-Fi 기술

전송속도

1Gpbs

150bps

전송매체

전자파

LED 전구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선

사용주파수

특징

§

이동통신/WLAN: 300MHz~30GHz

§

가시광선: 380~750THz

§
§

전자파: 2.4GHz, 5GHz
이동통신/WLAN/전자파별 사용주파수 다름

§
§

가시광선 영역의 주파수 사용
Wi-Fi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안전한

§

통신장비 활용, 주파수가 제한적임

§

Wi-Fi AP 관리 주체에 따라 측위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음

데이터 전송 가능
§

주파수 의존성이 없어 수년 이내의
주파수 고갈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출처 : 박세환,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및 정책적 이슈」

1) 홈 위치등록 시스템으로 모바일 기기의 사용정보를 저장하는 가입자 서비스용 데이터베이스로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위치를 파악하고 통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가입자를 등록시켜주거나, 로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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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_이동통신망, Wi-Fi, Li-Fi 신호 전송 개념

출처 : Purelifi.com

주요국을 중심으로 Li-Fi 기술 개발 및 선점 경쟁 가속화. 관련 시장의 폭발적 성장 예상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2)
•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전력선 통신과 융합된 가시광 통신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으며, 보스턴
대학은 무선랜 대체 가시광 무선통신을 개발. 디지트연구소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와 함께 Linux
Light Bulbs3)를 개발
• (유럽) 영국은 독일의 3Gbps보다 3배 이상 빠른 10Gbps 속도를 구현, EU에서는 신규 배선 설치 없이
1Gbps 전송 속도의 홈 네트워크 국제 표준을 추진. 프랑스 기업인 뤼시벨(Lucibel)은 Li-Fi 기술을
융합한 LED 조명기기,

USB 키,

수신기의 소형화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며,

벤처기업인

올레드컴(Oledcomm)은 Li-Fi로 작용하는 스마트폰과 GPS로 변환되는 LED 전구를 개발
• (일본) 파나소닉, 도시바 등 LED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력선통신과 융합하는 방안을 추진

2)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지식비타민 「LED조명으로 정보를 전송한다-가시광 통신」편과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
3) LED 전구 상호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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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Li-Fi 관련 기술 특허 출원 증가,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 본격화
• (특허청) Li-Fi 기술 특허 출원은 2004년 2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67건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매년
30건 이상 출원
- 출원 유형은 대기업이 37%, 대학 25%, 외국기업 13%, 국내 중소기업 12% 차지, 출원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111건으로 1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1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4건, 퀄컴 16 건
등으로 나타남
• (유양디앤유) 가시광무선통신(VLC)4)기술 적용 ICT 융복합 어플리케이션 제품 공개, 광카메라(OCC)방식
Li-Fi 기술로 ‘오디오 가이드’에 접목하는 기술 시연
- 스마트폰에 박물관 응용프로그램(앱)을 내려 받은 뒤, 전시품 앞에 서면 이어폰으로 전시제품과
관련한 설명이 자동으로 재생. 전시품 바로 위에 설치된 LED 조명에서 라이파이 신호를 보내고,
스마트폰이 이를 받아 인식하는 방식
- 2013년 이마트와 협력하여 LED 조명에 쇼핑카트에 신호를 보내 위치 정보나 세일 정보를 알려주는
Li-Fi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그림 1_유양디앤유, Li-Fi 가시광무선통신 기반 위치기반서비스 시연

출처 : AVING News

4)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s) 가시광선(400~700nm)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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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측위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Li-Fi(Light-Fidelity)

▶ 실내 측위,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네트워크 분야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정확한 위치측위, 고속 데이터 전송률, 뛰어난 보안성의 장점을 기반으로 LED 조명이 설치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떠한 곳에서라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전력•고효율의 LED 조명 설치가 확대되면서 별도 인프라의 추가적인 구축이 없어도 정확한
위치측위 및 위치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실내 긴급 구조, 실내 내비게이션(대형 건물 및 쇼핑센터),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를 비롯, 위치
정보 기반의 음악,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전송, 전자파에 민감한 병원, 비행기, 원자력발전소 등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별도의 통신 송수신와 같은 물리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해저탐사, 잠수함 통신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터널, 광산 등 지하 공간 등에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표 2_-Li-Fi 기술의 응용 분야(예)

Blind Indoor Navigation System

Monitor as transmitter for Data Communication

Supermarket Navigation System

VLC based V2V(Vehicle to Vehicl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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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ocation Aware of Service

Visible Light positioning for asset tracking

Positioning System for mobile robot

Traffic Information System

출처 : RDL Technology Pvt Ltd, 「Applications based on LiFi (Visible Light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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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밀 전자 지도 개발 경쟁 가속화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구글의 지도반출 요구 논란 이후, 정밀 지도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
▶ 2007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부각
• 2007년 첫 지도 반출 요청 이후, 2010년 이어 2016년 1/5,000 축적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불허로 무산
• 한국만 지도반출 규제가 까다롭고, 해외 업체에 제공되는 1/25,000 축척의 지도로는 3D지도, 길찾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으며, 회전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
• 현재 구글 지도는 SK텔레콤의 T맵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맛집과 같은 단순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가 없음
- ‘풀러스(카풀)’, ‘요기요(배달)’, ‘데일리호텔(호텔예약)’, ‘식신(맛집)’ 등 상당수의 국내 O2O 서비스가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서비스
- 매뉴얼화된 구글 지도 API 연동이 손쉽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활용. ‘데일리호텔’, ‘식신’의 경우
구글 지도를 기본으로 제공하되, 카카오맵이나 T맵이 연동되어 길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업계에서는 구글 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다는 이유보다도 향후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서비스에 필요한 지도 플랫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시도했다는 지적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커브 구간의 높낮이, 교차로의 폭, 교통신호 등의 정확한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도 데이터보다는 훨씬 상세한 지도 데이터 정보가 필요

표 3_구글 지도 반출 요청 관련 연혁

No.

시기

내용

1

2007년

구글, 첫 지도 반출 요청

2

2010년

구글, 지도 반출 재요청

3

2013년 4월

구글, 김앤장에 법률지원 의뢰

4

2013년 12월

국토지리정보원, 국외반출용 전자지도 제작

5

2014년 1월

법률 개정 시행 : 전자지도 국외 반출 허용

6

2014년 12월

지도 국외 반출 결정 위한 협의체 규정

7

2016년 6월

구글, 지도 반출 재요청

8

2016년 8월

빈출 신청 처리일 11월로 연장

9

2016년 11월

협의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거부
출처: 지디넷,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6160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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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도서비스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에 대한 경각심 고조, 개발 가속화에 영향

▶ 단순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데에는 현재 대부분의 지도로도 무방. 구글의 계속되는 요구는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의 경각심을 고조
• 네이버, 카카오 지도와 구글 지도를 비교했을 경우 위치 표시만을 위한 서비스에는 각 지도 서비스
간 축적에 따른 정밀도에는 큰 차이점이 없음
▶ 구글, 히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확보에 총력, 주변 환경 정보와 결합되어 막대한
시너지 효과 확보를 기대
• (구글) 위성사진, 스트리트뷰, 3차원 지도, 실내 지도(인도어 맵), 교통 상황, 노선도 등 다양한 정보
레이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집약
- 통합된 지도 데이터 플랫폼에 도로명, 건물이름, 교통상황, 점포이름(음식점, 영화관), 부동산
정보(부동산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여 서비스 확장을 시도
 이러한 서비스들은 구글의 막대한 광고 플랫폼과 결합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이어 구글의 차세대 생태계이자 수익원이 될 전망
• (히어5)) 오픈 위치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초정밀 지도 제작에 주력
- 각종 센서가 탑재된 커넥티드 카를 통해 도로 주행 중 사고 내역, 공사 알림표시, 실시간 도로 상태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커넥티드 카들로 하여금 상황 대처에 요한
서비스를 제공

▶ 국내 지도서비스 기업,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정밀 지도 서비스 개발에 주력
• (맵퍼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 실증용 도로와 객체정보를 포함한 고정밀 디지털 맵
기술개발’ 수행기관으로 선정
 현재 10m 수준인 전자지도의 오차 범위를 10cm 이내로 줄인 국내 최고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핵심
 차로의 모양, 노면 표시, 폭, 곡률, 경사정보, 표지판 등 자율주행용 고정밀 3D 지도 구축에 나설
계획으로 소디스, 자동차부품연구원,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2021년까지 총37여 억 원을
투입(정부 지원 28억 원 포함)
• (SK텔레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19년까지 HD맵(초정밀지도) 개발 계획
 HD맵 자동화 기술을 보유한 엔비디아와 함께 도로교통표지판, 신호등, 도로 생김새, 차선 개수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포함한 고정밀 지도 기술을 개발

5) 핀란드 노키아가 설립한 업체로 BMW, 다임러 AG,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업체에 매각. 2017년 1월 인텔이 지분 15%를
인수하였으며, 중국의 텐센트, 지도서비스 기업 나브인포,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등도 지분 참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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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분기에 강남, 판교 등에 시범 지역을 조성하여 HD맵을 활용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일부
선보일 계획
• (네이버랩스) 3D 지도 전문 기업인 에피폴라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자 관련 지도 기술 확보에 주력
 네이버 지도 내 3D 지도 콘텐츠 개발과 함께 자율주행차 및 로보틱스 관련 지도 기술 개발을 추진
• (현대엠엔소프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고정밀 3D 지도 제작을 추진
 모바일 매핑 시스템(MMS)6)를 통해 오차 범위를 10cm~20cm 수준으로 줄여 기존 지도 대비
정밀도를 10배 향상한 고정밀 지도 개발을 추진
 현재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일부 시가지와 고속도로, 현대차 남양연구소 등 국내 도로 800km 구간의
고정밀 지도 구축을 완료

그림 2_현대엠엔소프트, 모바일 매핑 시스템을 통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획득 화면

Reference
1. 지디넷코리아,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616055427
2.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00286
3.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071340400514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211014145456
4.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144787i
5. 함께서울지도, http://gis.seoul.go.kr/GisWebDataStore/Gis_Edu/html/S1102/SGIS-HTML.jsp?sgis=1102&pgis=0201

6) 차량 등의 이동체에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GPS, DMI(거리 측정 장치) 등과 다양한 센서들을 조합한 이동형 측량
시스템. 센서, 지상영상, LiDAR 정보를 수집하여 주변 지형•지물의 위치, 형상, 속성 정보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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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각도의 LBS산업 관련 기반 구축 사업 추진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해앙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지도집’ 제작 착수

▶ 수온•염분 등 환경 정보와 해양산업 현황 등 우리나라 해양 정보를 총망라
•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 환경 및 지형, 각종 해양산업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수록한 책자로 최초 제작 시도
• 이전까지 다양한 해양 정보 관련 책자가 발간되어 왔으나, 그 내용이 특정 해역이나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일반 국민들이 해양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
• 2020년까지 200여 종의 해양 정보 도면을 집약하여 국·영문 초판을 완성할 계획

행정중심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지상•지하 시설물 3D 공간정보 확대 구축사업

▶ 행복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행복도시의 지상시설물 등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을 제공
• 상·하수도, 공동구, 쓰레기수송관로, 통신관로 등의 지하시설물 확대 구축뿐만 아니라, 항공 측량 등을
통한 지상시설물 3차원 정밀모델 구축 등을 포함
- △항공사진(정사영상) 촬영(77㎢) △지상시설물 등 신규 구축(5.58㎢) △지상시설물 기 구축 지역
현행화(10.42㎢) △지하시설물 368㎞ 추가 구축 △활용시스템 고도화 △체험 콘텐츠 개발 등
• 2016년 완료된 ‘행복도시 3차원 공간정보 1차 구축 사업’ 성과물은 브이월드, 다음 카카오 등을 통해 개방

국토부, 국가공간정보목록 및 국토교통정보시스템 가이드북 제공
▶ 2,560종에 달하는 국가공간정보목록,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개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160개 기관에서 보유한 2,560종 국가공간정보목록 조사 완료, 7월 1일
국가공간정보포털7) 공개
• 조사된 공간정보의 85.6%는 도형으로 시각화 표현된 위치기반 공간정보이며 14.4%는 문자정보, 정보
유형별로는 지역개발 분야(52.9%), 일반 공공 행정(25.1%), 수송 및 교통(9.6%) 순으로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로 구성

7)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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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정보시스템 가이드북’ 제공
• 아파트 관리비와 건축 규제 등 다양한 국토·주택·교통 정보 접근 방법이 정리된 ‘국토교통 정보시스템
가이드북’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제공
• 국토•도시•건축, 주택•토지, 공간정보, 건설, 수자원, 교통•물류, 철도, 도로, 항공, 기타 등 61개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인터넷 주소, 기초 데이터와 통계자료 현황 등 소개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network/network.jsp?a=2&b=1 참조

▶ 국토정보공사와 국가공간정보 표준 관리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지정 협약’ 체결
• 공간정보 국가표준(KS 38종) 정비, 국가표준 개발, 표준 수요 조사 및 로드맵 작성,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표준 제·개정, 표준 적용 교육 등 공간정보 국가표준 개발과 관리, 또는 활용을
위한 업무 이양
• 공간정보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

Reference
1.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630073457718
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7_0000024008&cID=10401&pID=10400
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8/0200000000AKR20170628077800003.HTML?input=1195m
4.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6132
5.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f8d8f5d6671f41b9a0d6992c43454723
6.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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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언론 동향 ■

§

KT 자율주행버스, 이달 중 강남도로 달린다
- http://www.fnnews.com/news/201707041813493155

§

바이두, 엔비디아와 AI 파트너십 "자율주행차 다크호스"
- http://thegear.co.kr/14813

§

LG유플-서울시, 첨단 시스템(ADAS)으로 교통사고 줄인다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33842&g_menu=020300&rrf=nv

§

NI, 5G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위한 광대역 5G 웨이브폼 생성 및 측정 기술 시연 성공
- http://www.acrofan.com/ko-kr/detail.php?number=51629&thread=BA06

§

국토정보공사·항우연, 위성항법 관련 기술·인프라 협력 MOU 체결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6234

§

한전, 자율비행 드론설비 진단기술 공개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95217

§

두바이 경찰, 드론 겸용 자율주행 순찰차 연내 도입
-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5

§

대구시, 베트남(다낭)에 스마트 IT사업 본격 추진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680

§

Air Force, Congress Face Off over Space Program Management
- http://www.insidegnss.com/node/5532

§

Galileo Gains 8 Satellites; Navigation Constellation Reaches Completion
- http://www.insidegnss.com/node/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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