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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S·PDR 등 실내 측위 기술 상용화 가속
마이크로소프트, 실내 측위용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
Navenio, 병원 PDR 실내측위 도입, 맵 구축 위해 1100만 달러 모금
▶ 마이크로소프트, 실내 측위용 클라우드 플랫폼 툴 Azure Maps Creator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6월 1일 사용 용도에 맞는 실내 맵을 구축하고 AR 앱 설정이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 툴 “Azure Maps Creator” 출시
- Azure Maps Creator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ure Maps 위치서비스와 연동되고 측위 데이터를
제공하는 TomTom N.V.에 접속하여 공장이나 사무실과 같은 실내 측위용 사용자 지정 실내
맵을 구축
- 잠재적으로 일부 AR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며, 건물 설계 파일을 맵 데이터로 변환하고 Wi-Fi
라우터 위치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여 이를 활용해 AR 앱 서비스를 제공
· 가상 AR 유지보수 앱의 경우 실내 정보를 이용해 네트워크 기술자가 있는 건물의 층을 측위하고
해당 층의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Azure Maps의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Roberto Lucchi는 블로그를 통해 “HoloLens, iOS, Android
기기에 연동할 수 있는 Azure Spatial Anchors를 이용해 MR1) 솔루션을 구축할 수도 있으며,
실내 측위 앱 서비스의 경우 Azure Map를 활용해 MR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Azure Maps Spatial 서비스 등을 이용해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시킬 수 있다”고 언급
-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에 따르면 Creator의 다른 활용방안으로 Wi-Fi 측위를 이용해 회사 내
직원의 기기 측위가 가능하여 Azure Maps Creator와 함께 활용해 기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맵 제작도 가능

▶ PDR 기술을 이용한 병원 실내 측위
• (Navenio) 영국 옥스포드에 본사를 둔 헬스케어 스타트업 Navenio는 GPS 신호 이용이 비효율적인
병원 및 기타 실내에서도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AI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해 QBN 캐피탈이
주도하는 펀딩에서 900만 파운드(1100만 달러)를 모금하였고, 이는 전세계 의료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주요 인력을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

1)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 현실 세계에 가상 현실(VR)이 접목되어 현실의 물리적 객체와 가상 객체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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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는 앱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확립된 측위 요소지만, 건물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
것이 어려워 센서 융합기술, 스마트폰, 건물지도와 결합하여 건물 내 사람의 위치를 모니터링
· 스마트폰에 내제된 가속도계, 지자계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거리 및 방향을 포함한 움직임을 예측하는
PDR기술2), probabilistic map-matching algorithms을 이용하여 현재 및 이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건물의
다중 평면도 또한 제공
· 기존의 무선신호(예 : Bluetooth, Wi-Fi)를 읽어 주변 신호 맵 생성, 건물의 각 부분에 고유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의 흐름을 파악, (예 : Wi-Fi, 핫스팟 등의 이동, 교체 시 변경사항을 자동 최신화) 지도를 보유

-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건물의 물리적인 지도를 제작하는 크라우드 소싱 자동
맵핑(crowdsourced auto-mapping) 기술을 개발
· 현재 영국의 13개의 병원이 계약을 체결한 건강관리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음. 병실이나 대기실을
긴급하게 소독하거나, 환자나 의료장비를 이동시킬 때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 가능
· 비콘이나 수동 건물 측량과 같은 별도의 전용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아 기술을 쉽게 배포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작업 관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관리자는 적절한 사람에게 작업을
위임할 수 있음

- 6월 3일 영국 언론 Government Computing에 따르면 Navenio는 병원의 환자 관리 및 직원·환자의
안전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IWS(Intelligent Workforce Solution)을 위해 영국정부와 Innovate
UK3)로부터 약 5만파운드(약 6만3천달러)의 자금을 확보
그림 1_Navenio의 건물 실내 신호 맵 구축 이미지

출처 : VentureBeat

Reference
• SiliconANGLE, “Microsoft previews Azure Maps Creator to enable indoor location apps and AR”, 2020. 6. 1.
• VentureBeat, “Navenio raises $11 million to bring indoor mapping and localization to hospitals”, 2020. 5. 20.
• Government Computing, “Navenio secures Innovate UK funding to enhance hospital patient care”, 2020. 6. 3.

2) PDR(pedestrian dead reckoning) : 각종 센서를 사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나 방향, 거리 등을 파악, 출발지점
으로부터의 상대위치를 산출하는 기술
3) 영국의 혁신 기관으로서 영국 연구 혁신 조직의 일환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운영되는 비 부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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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이미지 등 측위센서 시장 확대
비전센서 글로벌 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2% 예상
3D 이미지 측위 기술 및 응용기술 빠르게 변화할 것
▶ 글로벌 비전센서 시장 산업 규모 예측
• 해외 시장조사업체 OrbisResearch의 “Global Vision Sensor Market Analysis 2015-2019 and
Forecast 2020-2025”(2020.6.19)에 따르면 비전센서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의
CAGR4)로 예상
- 자동차 산업의 근처 감지센서 등 개발, 다양한 가전제품의 수요증가, 전자 및 전기산업의 성장,
소비산업의 바코드 스캐닝을 위한 비전센서 수요 급증 등 다양한 이유로 산업의 급격한 성장 예상
- 특히 자동차 산업은 충돌방지 시스템에 이용되거나, 결합부품 탐지, 복잡한 조립 작업 수행 등
비전센서의 수요를 높이는 중요한 분야로 예상
· (DENSO) 충돌방지 시스템인 Smart Assist III에 사용되는 소형차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 스테레오 비전센서를 개발
·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전센서는 차량 인식 기술에 자주 사용되는 스마트 카메라가 있음

• 비전센서는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비디오카메라 및 컴퓨터 프로세서의 단일 장치로 구성되며
인식된 이미지로 방향 파악 등 다양하게 이용
• 특히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제조 비용 감소, 품질 개선, 시장 출시 기간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자동화 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의 제조 산업은 크게 성장하였고, 비용절감 및 시간 절약을 위한 자동화
제조 기술의 발달로 비전센서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비전센서 시장은 소수의 제조업체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발명으로 시장이 성장
- (Baumer) 유리, 탄소섬유 원단 품질관리와 같은 새로운 산업 이미지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CMOS 기반 GigE 및 USB 3.0 CX 시리즈 양극화 카메라를 출시
- (SickAG) ToF5)기술을 이용해 3D 물체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 50~45m의 감지 범위를 가져
지게차, 자동 유도 차량, 자동 가이드 카트의 충돌 경고 시스템에 이상적인 TDT센서를 선보임
4)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 성장률
5) ToF(Time-of-fight) : 빛을 쏘아서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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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ence) 육안 검사의 안정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용되는 새로운 IV-H비전
센서 시리즈를 출시

▶ 글로벌 ToF 센서 이용 제조업체
• 최근 일부 제조업체는 3D 비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미지 센서들이 제공되며, 특히 ToF 기술을
포함한 제품이 많은 회사에서 제공
• ToF 기술은 반사된 빛을 측정하여 거리로 변환, 조명과 반사의 위상변의를 측정하여 거리정보 변환
- (Panasonic) 최대 13m의 작동범위를 제공하는 ‘640 x 480 ToF 센서’ 개발 및 야간에도 최대
250m에서 3D 이미지를 캡처 할 수 있는 장거리 ToF 개발
- (Pmd, Infineon) 3D 얼굴 식별을 위한 ToF를 LG에 제공하여 LG G8을 출시, 최근 더욱 발전된 모듈을
개발하여 LG에서 스마트폰을 출시 중
- (Teledyne e2v) 독특한 HDR6)기술을 이용하여 2D 및 3D 모두 넓게 캡처가 가능, 센서 보정용 키트를
장착하여 오류 개선 가능
• 새로운 3D 이미지 카메라 기술 및 응용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이미지 센서 분야의 트렌드,
기술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ㅇ

Reference
• Dailymarketjournals : “Global Vision Sensor Market 2020 Current Trends, Industry Size and 2025 Forecast Study”, 2020. 5. 20.
• Vision Systems Design : “Time of Flight sensors target high-speed 3D machine vision tasks”, 2020. 6. 15.

6) HDR(High Dynamic Range) :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밝기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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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측위, V2X에서 정확도 향상

Multiband RTK Dead Reckoning 시스템을 통한 GNSS 측위기술 보정
▶ 스위스 U-BLOX, 더 정확한 측위기술 개발
• 단일 대역의 GNSS 수신기는 높은 정확도를 위해 이상적인 시야 확보가 필요하지만 도시 및
기타 지역에서는 시각적 접촉이 제한. “Multi band RTK Dead Reckon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GNSS 오류를 보정하고 차량 위치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 위성 기반 측위는 차량의 실제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로 V2V(차량-차량) V2X(차량-사물), ADAS7),
자동운전 등에 필수적
• 이전 GNSS 측위 기술은 협곡이나 다층도로 등에서 측위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약 1/10미터
단위까지 정확하며, 몇 초 만에 측위 정보가 전송되는 등 도시환경에서의 위치측정이 향상
- 반도체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소형화되면서, 주요 시스템 회로는 전력 소비가 적은 칩으로
축소되고, 무선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전리층 효과로 인한 오류 즉,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전자기파 경로 장애를 최소화하는 GNSS 보정 서비스 가능
- GPS뿐 아니라 GLONASS, Beidou, Galileo 또한 위성을 추가하여, 다중대역 GNSS 수신기는 1미터
혹은 그 이하의 위치 정확도를 보임
• 정밀한 차량의 위치정보도 중요하지만, 위치정보의 빠른 전송도 중요. 전송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제동 · 가속 시간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고 발생
그림 2_V2X통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ETSI8)표준(1/10초 미만 대기시간)

출처 : 유블럭스
7)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8)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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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X 통신 및 자동운전에서는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측위
하는 것이 중요, 위성신호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더라도 고정밀 측위로 밀리 초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센서 융합을 통하여 GNSS 보정 및 정확도 향상
- (다중대역 GNSS) 특정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주파수와 신호를 결합하여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2개의 신호를 동시에 처리, 전리층 오류의 최대 99.9%를 제거
- (RTK 알고리즘 통합) 최소 4개의 GNSS 위성에서 위성을 추적하는 ‘표준 정밀 GNSS 수신기’와
고주파 반송파 위성을 추적하고 RT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측위하는 ‘고정밀
GNSS 수신기’가 한 수신기에 통합되며, 낮은 데이터 전송 비용과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
위성을 통하여 RTK 보정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L 대역폭 위성통신 이용
- (GNSS 보정 서비스) GNSS 오류 신호(궤도, 글로벌 및 지역 전리층, 대류권 효과 등)를 계속
제거 · 보완하여 GNSS 수신기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신기가 정확한 위치 추정치 접근에 걸리는
시간 단축 가능. 또한, 육교 표지판 등의 장애물로 인한 GNSS 신호 중단에 대처 가능
- (관성 센서 융합) 차량 측위 시스템은 Dead Reckoning9)를 통하여 주차장이나 터널에서의 GNSS
수신기 오류를 보정하고, IMU10)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병합하여 GNSS 신호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위치추정이 가능하고, 위치 및 속도정보가 유지되도록 지원
- (차량 내 센서) 차량의 휠이 움직임이 없는 경우 GNSS 위치 변경을 하지 않는 등 차량의 휠
속도 센서를 통하여 GNSS의 오류를 확인, 차량의 휠을 통한 가속도 값은 매우 정확하고 압력
· 온도로 인한 휠의 변화 또한 확인 가능
- (Dynamic model) 불가능한 가속이나, 제동할 수 없다고 가정하여 GNSS 타당성을 검증, 측정
오류의 영향을 제한함
• 위성 가시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Multi-band GNSS수신기, GNSS 수신을 가속시키는 DK(dead
reckoning) 기술, 차량 센서 데이터를 통한 시스템 성능 향상 등 도로에서 한 테스트의 결과 현재
기술보다 정확도가 약 10배 향상

Reference
• Elektronik, “Genauere GNSS-Positionierung für V2X”, 2020. 6. 5.

9) Dead Reckoning : 위치를 알고 있는 출발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여행거리 및 방향을 계산하여 현재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추적기술
10)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 관성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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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동향

▶ AI스피커 규제개선 방통위, 사용자 동의 절차 간소화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3313.html
▶ 장애인 실내 길안내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스타트’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603182134962439
▶ 내비게이션, GPS 이상의 솔루션을 찾다 '카카오내비 FIN'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136971829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데이터 시대 도래… 벤처·스타트업 후속투자 등 '후끈'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06486625770888&mediaCodeNo=257&OutLnkChk=Y
▶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AI 이미지 센서 칩에 '애저 AI' 제공한다.
-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9
▶ [시스템반도체육성1년①] 日 이미지센서 ‘맹추격’ 美 AP ‘격차 여전’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6084
▶ 코로나 때문에, 이미지센서 시장 10년 만에 위축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1311261787608
▶ 씨너렉스, MBC RTK 기반 드론용 초정밀 위치정보 시스템 출시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20061518477878337
▶ LG U+, 5G 기반 자율주행 실증 나선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기술협약
- http://www.bloter.net/archives/390028
▶ "홀컵 위치, 5G가 알려준다"…SKT-브이씨, 초정밀 측위 '맞손'
- http://www.inews24.com/view/126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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