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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시대, LPWA1)기술 경쟁 현황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국내 소물인터넷(IoST)시장 주도권 싸움
▶ SK텔레콤 ’로라(LoRa)’ vs KT/유플러스 ‘NB-IoT’
•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사물인터넷(IoT)에 적합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 국내 IoT 시장은 빠르게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KT 및 LG 유플러스) ‘NB-IoT’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LET-M2)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집중
• (SK 텔레콤) 로라(LoRa)망을 구축 및 이후 NB-IoT까지 복합적인 망 서비스 제공하는 전략
• (프리스타일테크놀리지코리아) ‘와이선(Wi-SUN)’ 로라, NB-IoT보다 빠른 속도의 장점으로 전남
고창군과 함께 향후 5년간 서비스 운영 계약 체결, 로라·NB-IoT 대항마로 부상할지 관심
표 1_LPWA 기술 경쟁 현황

구분

NB-IoT

LoRA

와이선

Sigfox

전파도달거리

~15km

~10km

~5km

~12km

주파수 대역

면허대역

비면허대역

비면허대역

비면허대역

통신속도

~150kbps

~10kbps

~300kbps

~100bps

표준화

3GPP Ret.13

비표준

IEEE 표준화

비표준

배터리 수명

~10년

~10년

~ 15년

~10년


장점



LTE망 업그레이드



저렴한초기구축비용

만으로 서비스 가능



국가별 주파수가

신규 인프라 구축

거의 동일하여

비용 절감

로밍에 강점





낮은 지연 속도, 다중



저렴한 모듈칩가격
·

통신 경로 제공하는



간단한 데이터를

메시 네트워크 기반

주고받는소물인터넷

확장성, 펌웨어

서비스 영역이 주된

업그레이드 용이성

사용처
출처: 각 통신사 제공

1) Low-Power Wide-Area(저전력 광역 통신기술) :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술 가운데 하나로 기존 가정용 근거리
무선통신이나 일반 이동통신과는 다른 필요에 의해 등장. - (저전력 소모, 저가 단말기, 낮은 구축 비용, 안정적 커버리지,
대규모 단말기 접속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LTE-M : LTE-MCT(Machine Type Communication), LTE상용망을 사용하는 소물인터넷 망 기술로, 국제표준화단체 3GPP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 LTE 속도기준인 카테고리1(Cat.1)과 카테고리0(Cat.0), 카테고리M(Cat.M)이 LTE-M 기술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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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LPWA 기술별 사용처 적합도

구분
화물용 팔레트 추적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적용가로등
수도원격검침
지역가스 검측

LTE-M

NB-IoT

EC-GSMHoT

LoRaWAN

Sigfox

최적합
최적합
적합
적합
최적합

최적합
최적합
최적합
최적합
최적합

적합
최적합
적합
적합
최적합

최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출처: GSMA 보안성 비교 백서

▶ 표준 기반의 안정성을 강점으로 하는 ‘NB-IoT’
• 기존의 LTE 망을 쓰는 LPWA 기술 ‘NB-IoT’
- LTE-M보다 느리지만 로라 · 시그폭스보다 빠르며, 국제표준화단체 3GPP가 지난해 6월 표준 규격 개발 완료
• 망 업그레이드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강점
• 2017년 말까지 20여 대형 글로벌 사업자가 NB-IoT를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
• (리서치&마켓) 2022년 NB-IoT 시장이 1조 8,100억 달러(약 2,00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저렴한 구축비와 대중성을 가진 ‘LoRa‘
• 저렴한 초기 구축비와 모듈 가격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갖췄으며, 로밍 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도 용이
- 면허 대역은 국가별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간 논의할 사항이 많으나, 800~900㎒ 비면허
대역을 쓰는 로라는 국가별 주파수가 거의 동일 로밍 서비스에 강점
• 500여개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로라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보급 진행, 27개국에서
도입을 발표했으며, 17개국에서는 전국 망 구축을 선언. 이미 150개 도시에서 상용망을 운영 중
그림 1_LoRaWAN 네트워크 구조도

출처: lora-alliance., https://www.lora-alliance.org/what-is-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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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外 비면허 LPWA 기술, 국내 진출 타진
▶ 짧은 시간에 잦은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검침 분야에 탁월한, ‘Wi-SUN’
• 국제표준화단체 IEEE가 표준화, LPWA 가운데에서는 LTE-M 다음으로 속도가 빠름
- 짧은 시간에 잦은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검침 분야에 주로 쓰이며, 낮은 지연 속도, 다중 통신 경로를
제공하는 메시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 펌웨어 업그레이드 용이성 면에서 경쟁 기술보다 우월
• 일본에서는 동경전력의 AMI 통신망의 70%에 사용, 한국전력공사의 AMI 구축 사업에 포함되는 등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2017년 전남 고창군 도입
• 통신사 제공 서비스가 아니라 지자체 자가망 구축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하여 자가망 구축을 원하는
지자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 LPWA기술 가운데 가장 느린 ‘Sigfox’, 느림이 강점
• 모든 게이트웨이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며 이동성 지원을 위한 로밍이 필요 없음
• 출력이 낮고 매우 좁은 통신 대역인 울트라 내로 밴드(UNW)를 사용, 저렴한 모듈과 칩 가격으로
로라의 절반 수준
- 데이터 전송량이 많지 않아 1일 통신 횟수는 제한되지만 간단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소물인터넷(IoST) 서비스에서 영역이 확실, 현재 세계 약 40여개 국에서 서비스 제공
• 현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에 공중 LPWA 네트워크가 전면
설치되었으며, 일본, 독일 등 다수 국가에 설치될 예정
Reference
1.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70717000280
2. IT조선 :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8155
3. HelloT :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3&idx=32435
4. Betanews :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698165.html
5. 전자과학 : http://www.elec4.co.kr/article/articleView.asp?idx=17174
6.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70406000131
7.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70615000320
8. M2M ALLIANCE : http://www.m2m-alliance.com/en/low-power-wide-area-lpwa-technology/
9. silicon : http://www.silicon.co.uk/networks/m2m/lpwa-networks-iot-220833/2?inf_by=59ad059e671db8675d8b466e
10. LoRa-alliance : https://www.lora-alliance.org/what-is-lora
11. LPWA 기반 IoT 전용 네트워크 기술동향, ETR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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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Car Sharing) O2O 시장 확대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카셰어링 O2O 시장 확대
▶ 국내 카셰어링 O2O 서비스 1위 ‘소카’, 업계 최초 300만 회원 돌파
• 300만 명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2016년 기준, 3천1백만 명) 10명 중 1명으로 지난 7월에는 총
누적 예약건수 1,000만 회 돌파
• (오픈서베이) 8월 조사에서 ‘자주 쓰는 업종별 O2O 애플리케이션- 차량 대여 앱’ 부문 1위(78%)에
선정되는 등 카셰어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 카셰어링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자체만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계열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와
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할 전망
▶ 글로벌 완성차 업체, 카셰어링에 진입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모빌리티(카셰어링, 카헤일링(차량 호출)) 진출이 활발
- 단기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나, 높은 개발비용이 요구되는 친환경차자율주행차
·
시장의 전속시장(Captive
market)을 확보하면 일정부분 수요 선점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카셰어링 산업 진출 요인
- (삼정 KPMG인터네셔널) 2017년 글로벌 자동차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및 연결성,
디지털화가 1,2위를 차지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도 공동7위를 차지하며, 장기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서 카셰어링의 중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내 현대기아
·
카셰어링 시장 진입
- (현대 자동차) 현대캐피탈과 함께 카셰어링 서비스 ‘딜카’ 출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송해
주는 점과 전기차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넓혀간다는 차별점으로 시장 진입
· 소카와 그린카와 같이 직접 차를 공급하는 방식과는 달리 지역 중소 렌터카 업체가 차량 공급을
맡아 적정 업체를 배정하는 일종의 콜센터 역할만을 하게 됨
· KTX와의 협업으로 승하차 역 주차장에서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
- (기아 자동차) 국내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주거지 입주민 대상 ‘주거형 카셰어링’을 컨셉으로
접근성이 높은 아파트 주차장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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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_현대차, 기아차 카셰어링 서비스

딜카

위블

출처: 딜카, 위블

▶ (SK) 중고차 유통사업 접고 카셰어링 시장 진입 노력
• SK, 오프라인 중고차 유통업체인 SK엔카의 매각을 추진하며 미국 개인간 카셰어링 1위 업체인
‘투로(TURO)’에 지분을 투자하며 글로벌 카셰어링 시장에 진출
• 국내 카셰어링 1위 업체인 쏘카(SOCAR) 지분투자 및 말레이시아 카셰어링 사업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으로 해외 진출 착수
국내 민간, 지자체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 확대
▶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대전시, 세종시, 용인시 등 지자체 환경 및 교통 관련 솔루션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비용 증가로 인한 지자체에서 민간에 도입돼
있는 카셰어링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하는 의지
• 환경부의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주차장과 홍보 등에 지나지 않아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지난 2009년 국내
첫 카셰어링을 도입한 군포의 경우 시의 재정지원 없이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운영하다가 이용률
저조로 2년여 만에 사업을 접었음
▶ 수원시, 행복카 셰어링 성공 사례로 꼽힘
• 2012년 KT·KT렌터카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2013년 2월 서비스 시작
- 2013년 1년간 전체 이용건 수는 3,5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11건에 불과했으나, 왕복개념에서
편도방식 스팟을 운영하며, 주차 면수도 기존 2대에서 3대로 늘리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시행 4년인 2017년 5월 운영대수 117대, 가입회원 1만 7,085명으로 증가
•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복카셰어’ 사업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확대추진
- 2016년 한 해동안 도민4,940명이 차량 1,108대를 이용 했으며, 설추
· 석 등 명절기간 시군
· 연계 시범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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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_경기도 카셰어 서비스 ‘행복카셰어’

출처: 행복카셰어

카셰어링 서비스의 확대와 사회적 문제점
▶ 무면허 미성년자, 카셰어링 사고 급증
• 최근 미성년자의 무면허음주운전
·
사고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
후 렌터카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이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
-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94건으로 크게 증가 한 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카셰어링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인 2012~2015년 사이에 발생한 343건의 2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사고의 대부분인 326건(95%)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낸 사고인 것으로 집계

표 4_20세 미만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고 추세

2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고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9건
94건
86건
78건
85건

카셰어링 이용자 현황(쏘카그린카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8,000 명
190,000명
1,020,000 명
2,700,000 명
4,400,000 명

출처: '2016 검찰연감', 교통안전공단 통계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그린카쏘카
·
·
등 카셰어링 업계와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시행
-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
-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 및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도 구축
-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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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_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 운영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Reference
1. 아크로팬 : http://www.acrofan.com/ko-kr/detail.php?number=61858&thread=BC06
2. 뉴데일리 :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41284
3. 데일리한국 :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709/dh20170908163523138070.htm
4. 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26835
5. 교통신문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923
6. CAR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469
7. 법률신문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606
8. 이데일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1203766616055856&DCD=A00404&OutLnkChk=Y
9. 한국일보 : http://www.hankookilbo.com/v/549cfc4b5f6a4b3185f2bc74eda3969b
10. Kiri 전문 리포트 : 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70609_111418.pdf
11.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1/0200000000AKR2017083119110000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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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IoT 기술 결합으로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확산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단순 병원 위치 안내에서 IoT를 접목한 고품질 의료서비스로 진행 중
▶ (의료계) IoT를 통한 환자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도입 진행
• 환자가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평가하는 환자경험 적정성평가3)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모바일 기기와 ICT활용 대형병원들의 이용환경 개선 움직임이 주목
- 분당 서울대 병원 진료비 및 검사비 결제, 외래진료사실 확인서 발급 등 온라인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강남 차병원 모바일을 통해 처방전 및 영수증 발급도 가능해 짐
• 진료 예약부터 수납과정까지의 전반적인 서비스플랫폼 사용 확산
- 스마트폰을 이용한 진료 예약부터, 비콘 활용 병원 내 이동 동선에 따른 안내 메시지 서비스
▶ (데이터뱅크시스템즈) ‘엠케어’ 빠른 속도로 확산 중
• 2015년 12월 부산대 병원 구축을 시작으로 2016년 경북대학교 병원, 한양대 서울구리
·
병원 등
성공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2017년 전국 22개 종합병원과 플랫폼 설치를 구체화하고 있음
• 비콘 기술을 이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로 모바일 진료카드, 번호표 발급, 진료대기순서 확인, 길찾기,
진료이력, 진료예약 및 예약조회, 주차관리 등까지 구현하며, 환자 외 의료진과 직원들의 스마트 워크
구현을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및 각종 병원 레거시(Legacy)시스템을 연동하여 진료, 간호, 협진
등의 다양한 기능 제공
• 삼성 SDS의 생체인증 솔루션인 ‘넥사인4)’을 적용하여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인증 서비스도 추가 계획
▶ (부산대) 엠케어 외에도 KT와 공동 개발한 병원 환자, 보호자 편의를 위한 진료 및 길안내 서비스 ‘HeNA’
(HealthCare indoor Navigation App) 서비스
• 블루투스4.0을 적용한 비콘을 이용하여 현재 병원 내의 위치, 경로 및 진료 대기 순서 안내 등을 제공
• 특히, 1초 간격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며 측정 정확도는 2m에 불과해 넓은 대학병원 내의 많은
서비스 공간에서도 길을 잃을 가능성이 적어짐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환자경험평가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후 퇴원한 지 8주
이내 만 19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치료 및 투약과정,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등 서비스를 환자가 느낀 점에
따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
4) 넥사인 : 상성 SDS에서 개발한 생체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기술로 개인정보 및 결제부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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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_데이터뱅크시스템즈, KT 병원 내 편의 서비스 M-CARE, HeNA

출처: 데이터뱅크시스템즈, KT

▶ 기존 병원 위치정보 관련 앱에서 서비스 다양화로 차별점을 둔 서비스 등장
• 주변 병원 정보를 안내해주는 앱에서 추가로 병원 홍보와 내/외국인 환자 유치에 까지 더 많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메디톡’ 서비스 등장
• 병원 위치 서비스에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환자가 병원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응대 가능
그림 3_병원위치 정보 의료 플랫폼에서 1:1대화 서비스를 추가한 ‘메디톡’

출처: CV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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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분야로 파급되는 LBS기반 의료서비스
▶ (강원도소방본부) 스마트폰 앱 ‘강원119신고’ 기능 고도화
• 응급상황 발생 시 ‘강원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119상황실에 신고자의 위치가
전송되고 구조대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 영어일어중국어
·
·
등 외국어가 추가되었으며 신고자 주변의 병의원
·
위치
실시간 검색 기능 외 신고자 주변 모습이나 다친 부위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후 전송할 시
응급처치법을 지도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
그림 4_강원 119 신고 앱 화면

출처: 강원소방재난안전본부

▶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비콘 환용한 119문자 신고시스템 구축
• 민간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 게스트하우스음식점
·
·금융기관 등 8곳에 비콘을 설치 온도습도산소
·
·
등
5가지 환경정보를 측정,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내 온도가 70℃가 되면 119에 자동 긴급문자를
발송하는 신고시스템 구축 시범 운용

12

9월 2주

Weekly Report

그림 5_북촌 한옥마을 IoT기반 119신고서비스 개념도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마젤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응급의료시스템 ’마젤원‘, 세브란스 병원과 공동으로 SEMS 과제 수행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기반,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정보에 관련 있는 것이 특징, 현재 건양대
병원과 충청도 지역으로 환산하기 위한 시범사업 진행 중
• 세브란스 병원과 공동으로 대형재난사고 발생시 환자의 중증도 분류, 환자 응급실 후송까지 재난 대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인 SEMS(Smart Emergency Medical Service)5) 과제 수행 중

Reference
1. 뉴스1 : http://news1.kr/articles/?3087735
2. 아주경제 : http://www.ajunews.com/view/20160115145445312
3. 미래한국 :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97
4.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60204000415
5. 의학신문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284
6.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1619002&code=900303
7.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51228000184
8. 아시아경제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3109384662617

5) SEMS(Smart Emergency Medical Service) :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119 구조대의 출동부터 재난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 환자의 응급실 후송까지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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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언론 동향 ■



상업용 드론, 야간장거리도
·
난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3/0200000000AKR20170913017300003.HTML?input=1195m



출퇴근용 카풀 '우버쉐어' 오늘부터 서울 달린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3/0200000000AKR20170913017300003.HTML?input=1195m



웅진플레이도시, 비콘 위치기반 ‘일행 찾기’ 서비스 도입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1902109952660004&ref=naver



독일서 켜니 한국서 날았다…드론 해외 원격 조종 세계 첫 성공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8/0200000000AKR20170908111700054.HTML?input=1195m



SKT, T맵에 AI 비서 탑재한 'T맵x누구' 출시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1257.html



네덜란드, ‘스마트 신호등’ 도입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714083601&type=det&re=



경찰, '실종 위험' 치매노인 1만여명에 '배회감지기' 보급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9_0000080173&cID=10201&pID=10200



Mobile technology to boost pedestrian safety trialed in Australia
- http://gpsworld.com/mobile-technology-to-boost-pedestrian-safety-trialed-in-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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