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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서비스 경쟁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구글과 페이스북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서비스 출시
▶ (구글) 구글맵을 통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 ‘Share Location’ 출시(3월 22일)
• 구글맵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해당 위치에 대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
•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자 자신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특정 인물을 선택해 정보를 공유
※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와는 장시간 위치 정보 공유가 가능
• 구글맵을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SMS로 짧은 링크를 공유
•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약속장소에서 공유 대상자간 이동경로 및 도착시간 실시간 확인 가능

▶ (페이스북) 메신저에 사용자 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Live Location’ 기능 도입(3월 27일)
• 페이스북 메신저 사용자들은 친구 또는 가족 간 본인의 위치 정보를 1분, 1초 간격으로 최대 1시간 공유
•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공유를 통해 서로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정보 제공

▶ (기타) 아이쉐어링, 라이프360, 세이프트렉 등도 실시간 위치공유서비스를 제공
• (아이쉐어링) 실시간 가족 및 친구 등의 위치를 찾기 위한 앱으로, 이와 더불어 SOS 긴급 호출 서비스,
목적지 도착 알림, 도난 및 분실폰 추적 등 기능 제공
• (라이프360) 전용 지도상에서 서클 회원(가족/친구/동료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채팅 및
목적지 도착 알림, 도난 및 분실폰 추적 등 아이쉐어링과 유사한 기능 제공
• (Safe Trek) 경찰과 1:1로 위치 정보를 공유. 휴대폰 센서에서 손가락이 떨어지면 경찰이 위치
확인(통화나 메시지가 필요 없음). 안전해지면 4자리 핀번호 입력으로 안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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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_주요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서비스

구분
서비스명

구글

Share Location Live Location

실시간
제공
이동경로
제공
도착시간
제공

아이쉐어링

라이프 360

세이프트렉

iSharing

Life360

Safe Trek

해당 앱 사용자 중 공유 대상 지정

공유 대상

세부 기능

페이스북

경찰

(가족/ 친구 등)

- 실시간 이동경로- 실시간 위치 공유- 회원 위치 공유- 회원 위치 공유- 경찰과 1:1
및 도착시간 공유 (최장 1시간)
○
○
○

○
○
(타사 앱 연동)
○
(타사 앱 연동)

- 도난/분실 폰 추적- 도난/분실 폰 추적 위치 공유
○

○

○

X

X

X

X

X

X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정리

막강한 OS플랫폼과 SNS 이용자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공유 서비스 시장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시장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기업의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서비스 시장 진출로 기존 업체와 치열한 시장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
• 국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별화 전략 및 기능 개발이 시급히 요청됨
•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범위를 긴급구조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구조자는 신고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고자는 구조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등 긴급구조 서비스까지 확장 가능
• 하지만,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의 전략과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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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_구글과 페이스북의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서비스

Google Share Location

Facebook Live Location

출처 :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

Reference
1. 테크크런치, https://techcrunch.com/2017/03/22/crunch-report-google-maps-launches-location-sharing-with-others/
2. CNET, https://www.cnet.com/news/google-maps-location-sharing/
3. Facebook Newroom, http://newsroom.fb.com/news/2017/03/introducing-live-location-in-messenger/
4. 각사 매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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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치기반정보 활용 게임 시대 개막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위치기반서비스 활용 증강현실(AR) 게임 출시, 포켓몬고와 본격적인 경쟁 돌입
▶ 엠게임,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현실(AR)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캐치몬’ 출시(3월 30일)
• 현실 속 다양한 지역에서 소환수를 수집ㆍ육성하는 게임으로 온라인 게임 ‘홀릭’ 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기반으로 개발
• 소환수 수집ㆍ육성 외에 이용자 간 근거리 전투, 카드배틀, 보드 게임, 아이템 획득 장소인 ‘쉼터’ 등
다양한 콘텐츠 탑재로 인기
• ‘우주탐험’, ‘프린세스메이커’, ‘카지노’, ‘귀혼-소울세이버’ 등 차기 AR/VR1) 게임을 출시할 계획
• 단순 캐릭터 수집에 그치고 있는 포켓몬과 달리 한 단계 더 나아가 카드게임, 보드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인기 요인

▶ 일점사인터랙티브와 한빛소프트도 위치기반 AR 게임을 출시
• (일점사인터랙티브) 손오공의 터닝메카드 IP를 활용하여 일점사인터랙티브가 개발/ 서비스하는
위치기반 AR게임 ‘터닝메카드고’ 출시(2월 16일). 70종의 메카니멀 캐릭터를 가지고 280가지 기술을
활용해 게임을 수행
• (한빛소프트) 250명의 영웅을 포획하고, 다른 이용자와 전투를 펼치거나 거리에 등장하는 거대
몬스터와 대결을 펼치는 위치기반 AR 게임 ‘소울캐쳐’ 출시 준비 중

▶ 글로벌 위치기반 AR 게임 “포켓몬고”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 돌입
• “캐치몬”은 사전예약 8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쉼터’ 등록 이벤트에 일주일 만에 800건 신청이
접수되면서 인기
※ 4월 11일 기준 구글플레이 인기앱 순위 ‘포켓몬고’ 45위, ‘캐치몬’ 47위에 랭크
• ‘롯데그룹’, ‘SK텔레콤’ 등과 제휴한 ‘포켓몬고’처럼 240종의 소환수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 제휴를
통해 외연 확장과 신규 비즈니스 융합이 추진될 전망

1) AR(Augmented Reality):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VR(Virtual Reality):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환경이나 상황 혹은 기술
(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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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_주요 위치기반 AR게임 비교

구분

포켓몬고

캐치몬

개발사

Niantic

엠게임

출시 년도

2016년

2017년

다운로드 수

전세계 약 6억 5천만 건(2017. 1 기준)

미발표(3월 30일 출시)

게임 방식

단순 수집

단순수집+ 추가콘텐츠(카드배틀, 보드게임등)

포켓스탑(개발사 지정)

쉼터(사용자 지정)

기타
(아이템수집장소)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정리

인기 IP와 위치기반서비스가 결합된 게임과 같은 생활 밀착형 콘텐츠 서비스 출시가 이어질 전망
▶ 기존 인기 콘텐츠 IP와 위치기반서비스ㆍARㆍVR 등의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
• 위치기반서비스와 ARㆍVR이 새로운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 기존 유명 IP를 활용한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 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콘텐츠 자체의
수익 외에도 광고ㆍ마케팅ㆍ홍보 등 다양한 비즈니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
•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AR 게임이 출시되면서 위치정보산업이 콘텐츠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 안전사고, 과도한 몰입, 사행성 등과 같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표 4_주요 위치기반 AR게임 화면

포켓몬고

터닝메카드고

캐치몬

소울캐쳐

출처 : 구글플레이, 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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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330/83600926/1
2.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3002109931043002
3. 파이낸셜타임즈, http://www.fnnews.com/news/201703241241131636
4.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16272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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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위치기반 기술로 부상하는 가상 비콘
개인정보기술단 위치정보팀

Wi-Fi 기반 실내 측위 기술의 대안으로 가상 비콘 기술의 부상

▶ 건물 대형화 및 실내 공간의 복잡화로 실내 측위 기술의 중요성 부각
• GPS 신호를 활용할 수 없는 실내 측위를 위해 Wi-Fi, 센서, 비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실내 측위 기술들이 개발
• 국내에서는 Wi-Fi 및 비콘 기반 측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로 형성
• 하지만, 기존 Wi-Fi 실내 측위 기술은 배터리, 기기 크기ㆍ설치 장소 제한, 기기 대수ㆍ비용, 기기
분실 ㆍ도난ㆍ제거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

▶ Wi-Fi 기반 실내 측위 기술의 대안인 가상 비콘의 등장
• (정의) 가상 비콘 기술은 블루투스 신호나 물리적 기기가 없어도 주파수를 통한 비콘 신호 만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
• (활용) 클라우드 환경과 앱을 통해 반경 20m 내 사용자에게 상품정보, 쿠폰 등을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진보된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기술로 위치파악 및 추적, 머신러닝, 가상비콘 관리, 선행 및 예측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에 접근이 가능
• (사례) 국내에서는 블루토스2)(대표: 이원찬), 코디스페이스3)(대표: 이효영) 등의 업체가 가상비콘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롯데그룹에서 스마트비콘서비스를 제공

▶ 가상 비콘은 기존 물리적 비콘 대비 다양한 장점을 보유
• 동적 위치 조정 : 가상 비콘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므로 시간ㆍ사용자 트래픽 변경에 따라 마우스
조작으로 간단히 위치 조정이 가능
• 동적 재구성 : 신호 강도와 같은 작동 매개변수 변경이나 새로운 비콘 추가가 마우스 클릭으로 가능

2) 블루토스 사이버토스콘은 비콘 영역 안에서 가상 좌표 값을 부여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 특정 위치에 비콘이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지점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내보내면, 기기가 없어도 비콘 신호만 보내주면 송수신이 가능. 스마트폰이 비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인식
3) 코디스페이스 가상 비콘 기술은 특정 위치의 고유한 전파정보를 미리 측정하여 기준 데이터 값을 수집하고 이 기준
데이터값을 관리서버에 전송하는 기준 데이터값 수집하여 가상 비콘을 측정(등록)하고, 특정 위치에 근접 시 현재의
전파정보를 측정한 측정 데이터 값과 기준 데이터 값과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일정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특정 위치에
근접하였음을 판별. 비콘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장비의 설치 및 구축 비용이 들지 않는 효과가 있으며,
가상 비콘 측정(등록)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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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교환 불필요 : Wi-Fi AP에 내장되거나 가상 비콘을 구현하는 기능만 하는 액세스 포인트와
유사한 기기에 탑재가 가능. 전력은 일반적으로 이더넷 전원을 통해 공급
• 도난 위험 감소 : 가상 비콘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도난 위험이 적으며, 내장·탑재된 액세스
포인트가 도난당했다 하더라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AP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
표 5_실내 측위 기술 비교

구분

장점

단점

Wi-Fi AP

비콘

가상 비콘

§

기술 난이도가 낮음

§

기기의 소형/단순화

§

물리적 비콘 설치비용 없음

§

Wi-Fi 보급 확대로 추가적인

§

배터리 장기간 운용

§

Wi-Fi와 블루투스가 꺼져

기기 설치가 필요 없음

§

다양한 위치 부착 가능

§

Wi-Fi 정보수집시고비용발생

§

비콘 설치비용ㆍ시간의 증가

§

Wi-Fi AP DB의 지속적인

§

블루투스 실행 및 관련

업데이트 필요

있어도 작동

§

관련 App 필요

App 필요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정리

가상 비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출현 예상
▶ 가상 비콘 기술의 저렴한 비용과 관리의 편리성으로 이용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ㆍ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 Wi-Fi 및 물리적 비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으로 기업들의 초기 도입 부담이 적음
※ 중소ㆍ영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비콘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상 비콘을 기반으로 한 실내 정보 안내 데스크, 매장별
상품정보 제공, 쿠폰북 서비스, 멤버십 관리(포인트 적립 및 고객 관리), 광고ㆍ마케팅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 롯데그룹의 경우 가상비콘을 활용한 옴니채널 위치기반 서비스인 롯데 엘팟(L.POT)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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