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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로봇, 세상으로 나오다.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위치정보 기반의 '로보틱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 (LG CNS) 로봇 통합 운영·관리 플랫폼 출시, 로봇 서비스 사업 박차
• 로봇을 제어하고 임무를 지시하는 등 로봇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 서비스 플랫폼
‘오롯(Orott)’을 출시
- 공항, 쇼핑몰, 물류센터 등의 IT시스템과 안내로봇·경비로봇·청소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연계,
2018년 7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안내 로봇 ‘에어스타(AIRSTAR)’에 최초 적용
- '오롯'이 공항 IT시스템과 연계해 제1·2여객터미널 8대, 6대 등 총 14대의 로봇을 관제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오롯’이 출국장 위치의 혼잡 상태를 분석해 로봇에서 전달하면, 각 로봇이
이용객들에게 대기시간이 적은 출국장을 안내하는 등 현장에 있는 실시간 로봇 위치와 활동 상황,
동선을 고려해 로봇을 개별적으로 제어해 맞춤별 고객 응대
- 쇼핑몰에 적용하면 매장 길 안내, 고객과 가까운 매장의 제품 광고와 행사 정보, 어린이 쇼핑객을
위한 게임 등을 서비스할 수 있으며, 물류센터에서는 위치 정보에 기반해 로봇 그룹별로 제품 운반
임무를 지시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의 재고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

그림 1_LG CNS, 로봇 통합 제어 플랫폼 ‘오롯’ 운영도

출처 :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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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분석하는 AI빅데이터 플랫폼 ‘디에이피(DAP)’1), 로봇 제어 및 임무지시 등을 위한
IoT(사물인터넷) 플랫폼 ‘인피오티(INFioT)’2) 등 신기술 집약
- 로봇 상태에 대한 실시간 관리부터 비디오·이미지·오디오 등 로봇용 콘텐츠 제공, 로봇에 대한 고객
만족도나 서비스 횟수 등 통계 분석까지 '오롯' 플랫폼을 통해 모두 이뤄짐

그림 2_LG CNS, 멀티 클라우드 기반 AI 빅데이터 플랫폼 DAP(좌), IoT 플랫폼 ‘INFioT(우)

출처 : LG CNS

▶ (유진로봇) 국산 자율주행 로봇 - 병원 내 물류 첫 도입
• 2018년 2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자율주행 로봇 '고카트(GoCart)' 도입
• 위치정보에 스테레오 카메라와 3D센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공간을 정확히 분석하며,
사물인터넷(IoT)과 접목해 스마트 빌딩 내부 시스템은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과도 연동
- 스테레오 카메라와 센서, 스캐너로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식해 충돌을 회피하며, 스스로 엘리베이터
호출을 통해 층간 이동 및 자동문 통과도 가능
• 을지대병원을 비롯해 스페인과 뉴질랜드 요양기관, 싱가포르 호텔, 독일 코카콜라 공장 등 국내외
16번의 현장 테스트를 거쳤으며, 15개국과 진출 협의 중

1) 디에이피(DAP) : LG CNS의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시각화까지 일련의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이 즉시 가능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 AI 빅데이터 플랫폼
2) 인피오티(INFioT) : LG CNS의 IoT 플랫폼으로, 센서와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저장 후 빅데이터와 연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함

4

7월 4주

Weekly Report

그림 3_유진로봇 ‘고카트’의 병원 내부 이동 모습

출처 : 로봇신문

▶ (이마트) 자율주행 컨셉의 스마트카트 ’일라이‘
•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와 음성인식 기능, 상품 무게 인식 센서 등이 달려 상품이 있는 자리로
고객을 안내하거나 고객과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는 팔로윙(Following)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며,
쇼핑이 끝나면 스스로 움직여 충전소로 복귀해 번거로운 카트 반납도 자동으로 해결
• 상품을 고른 즉시 바코드를 인식하여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스마트폰
SSG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
• 카트 내 LCD 화면을 통해 전단상품 등 쇼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고, 쇼핑 소요
시간과 혜택 금액, 주차 위치 등의 정보도 제공

그림 4_이마트, 자율주행 컨셉 스마트카트 ’일라이‘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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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908513820215
2. LG CNS 블로그, http://blog.lgcns.com/1754
3.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208000266
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56851030.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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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AR 시장 확대 전망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전자상거래, 광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 AR 접목되면서 시장 활성화 기대
▶ (KISTEP) 2022년 전 세계 ARㆍVR 시장규모 1,050억 달러 중, AR 시장 약 86%에 해당 900억 달러 전망
• 산업에서 AR을 이용했을 때 시장규모는 전자상거래ㆍ하드웨어ㆍ광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VR 분야는
게임ㆍ하드웨어ㆍ위치기반 가상 여행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예측
• AR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면 매장에 있는 가구를 직접 놓아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설치상태를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옷을 살 때도 실제로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가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 현재 국내에서는 아이파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AR 기술을 활용한
가상 피팅 존을 도입하며 비즈니스 전개
- (이케아, 가구/인테리어 기업) 가구 구매 전 실물 크기로 집 곳곳에 배치해 볼 수 있는 AR 가구
매치 앱을 선보이며, 구매 과정의 복잡함을 최소화함
- (듈럭스, 페인트 인테리어 기업) 가상으로 페인트칠을 보여주는 앱을 개발 모바일 기기를 이용 벽의
페인트칠을 바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경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법을 도입

공공 영역에서의 위치기반 AR 플랫폼 도입에 앞장

▶ 정부, 3차원 공간정보 기반 VR·AR 제작 기술에 416억 투자
• 2022년까지 급증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수요에 대응하고 실감형 콘텐츠(VR·AR)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3차원 공간정보 기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제작 기술에 총 416억 원 투자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부처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VR·AR)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 (국토부) 3차원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지구의 3차원 공간정보를
고도화시켜 공유 플랫폼을 통해 협업 부처와 공유
- (행안부) 재난/안전 분야, 산업부는 가상훈련 분야, 문체부는 영화 및 게임 콘텐츠 분야
적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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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_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VR·AR)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출처 : 뉴시스

▶ (충청남도)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구축
•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은 지적도 기반의 위치정보와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골자
- 재난·재해 안전 관리, 문화·관광, 생활 안전, 부동산, 생활 편의,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 정보 서비스를 제공
• 지형·도시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열 정사영상 관리 시스템’도 구축
- 공간정보시스템 장비를 도입하고, 시범지역의 정사영상(왜곡을 보정해 수직으로 바라본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과 타일맵 구축·시스템 업로드 등을 추진

▶ （마포구) 도시계획 정보제공 서비스 ‘원클릭도시정보’에 위치정보 및 증강현실(AR) 시스템을 도입
• 위치정보(GPS)와 증강현실 시스템 활용으로 건물이나 필지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기만 해도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건축 정보와 용도지역 등의 도시계획 정보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도록 기능 개선

Reference
1.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59606619112488&mediaCodeNo=257&OutLnkChk=Y
2.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35
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2185&code=11131417&cp=nv
4.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803480
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16_0000309985&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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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환경문제 대응 해결사로 주목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위치정보, 드론 등 신기술 통해 환경문제 대응 사례 증가

▶ (수산과학원) 적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조정보시스템 새로이 구축
• 기존 시스템은 적조가 발생하면 발생해역·밀도·적조 생물종 등을 조사해 팩스 또는 메일로 보고해
데이터 수집에서 분석·발표까지 7∼8시간이 소요
- 신규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조사장비에서 데이터 자동 전송으로 데이터 수집 시간이
단축됐고,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시스템에 의해 4시간 안에 적조 정보제공과 확산 예측까지 가능
- (적조행정지원시스템) 현장 조사원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적조발생 위치
(GPS)와 해양환경 정보를 입력하면 수산과학원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되며, 관계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적조대응
- (적조예측시스템) 과거 적조발생 및 유발인자 정보, 수산과학원 생산데이터(ICT 실시간수온정보 등
510여 개 정점),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등 590여 개 정점 데이터, 그리고 미국
NOAA 등의 예찰·예보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과 해양수치모델에 의한 적조확산 예측이 가능해짐

그림 6_적조정보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

출처 : 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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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토부) 위치정보 기반 로드킬 공동 관리 체계 구축
• 해마다 도로 위에서 차량 사고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 추세이며,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업무가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이전까지의 한계점이 있었음
• 기존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 기반 조사를 직접 기록하던 방식 대신, 환경단체가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이를 통해 대책 마련 및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될 예정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드론 활용, 대기 환경 모니터링·시설물 점검
•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 개발사업’을 수주하여, 국내 업체와 함께 드론을 활용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개발사업의 연장 선상, 그 외로 드론을 통해 교량·도로 등 대규모
시설물의 균열·노화 등 안전도 점검 포함

Reference
1. 뉴스웨이,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8050322090947412
2. 환경과 조경, http://www.lak.co.kr/news/boardview.php?id=4619
3.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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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언론 동향 ■

§

경찰, 치매노인 4000명 위치추적 감지기 무상 보급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5000020

§

넷킬러, 구글 드라이브 위한 GDPR 위험관리 솔루션 출시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6840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고' 10월 시행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108340&g_menu=020300&rrf=nv

§

어린이집車 아이 위치 실시간 본다
- http://news.donga.com/3/all/20180722/91168187/1

§

공간정보 사업에 올해 3031억원 투자...4차 산업혁명 기반 강화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361606619271240&mediaCodeNo=257&OutLnkChk=Y

§

부산시, 위치기반 정책지도 ‘서비스’
- http://www.hankookilbo.com/v/0766ef04dc64458bbb8e8bb4da6d7b0b

§

지오펜싱 기반 타깃마케팅 나선 국민카드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42002100858032001

§

中 징둥, 최대 5톤 화물 싣는 '중형 드론' 개발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621065630&type=det&re=

§

IoT 기술로 분실 걱정 뚝·...KT, 전기자전거 'AIR i' 출시
- http://www.etnews.com/20180622000066

§

애플 "911 긴급 통화때 위치정보 자동 공유"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619091129&type=de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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