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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위치정보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중심개념으로서 유비쿼터스 사회의 사회통합의 

기능적 요소로 작용

  - 위치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적 개념

  - 유비쿼터스 사회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첨단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적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

  - 위치정보는“언제 어디서나”국민을 생명․신체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국민 누구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의 테두리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u-안전사회의 구축이 요구됨

◆ 유비쿼터스 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위치정보정확도의 

제고가 요구됨

  - 위치정보는 공공구조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 등에 

요구되는 충분한 정도의 위치 값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

  - 긴급구조요청이 가능한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긴급구조기관(119)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인명구조 등 공공구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측위정확도를 충족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측위기술에 적합한 긴급구조용 위치정보 요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

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 수립이 요구됨



Safeguard of u-Society, LBS 2

◆ 위치정보를 활용한 공적안전서비스 기반의 확충

  - 어린이 및 치매노인 및 정신지체장애인, 독거노인 등 스스로 주위와 사회의 

도움이 요구되는 요보호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용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음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업적 안전서비스와 긴급구조기관의 사후적인 긴급구조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안전서비스 접근기회의 

제공이 요구됨

◆ 수요지향적 위치정보활용 안전서비스모델의 발굴, 보급

  -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은 다양한 가치사슬( )이 존재함에 따라서 전후방

효과 등 연관사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신성장 전략

아이템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사회안전망으로서 활용가능성과 가치가 큼

  - 어린이 및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등 일반적인 위치정보단말기에 친화적이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특성화된 단말장치의 개발과 개인 및 차량, 화물 등 다양한 

서비스수요에 적합한 단말기와 기술의 개발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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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쿼터스 사회의 중심개념, 위치정보

 -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환경을 뜻하는 개념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유․무선 통합 인터넷 및 모바일 컨버
전스, RFID 등 유비쿼터스 IT와 결합된 새로운 미래 정보사회라는 의미로 확대되었음

 - 存在(Sein)는 時間(Zeit)과 空間(Raum)으로 이루어지는 4차원으로 특정되어

지며,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존재에 관한 情報(Information)가 位置情報

(Location Information)임

 - ｢“언제(특정한 시간) 어디(장소)”에 존재하는가/존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적 개념

▶ 위치정보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사회통합의 기능적 요소

 -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첨단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적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

 - 위치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을 생명․신체의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로서 현실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의 기본으로서 국민 누구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의 테두리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u-안전사회의 구축이 요구됨

 - 특히, 2007년 3월 16일 발생한 제주도 양지승 어린이 유괴살인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워서 주위와 사회의 도움이 요구되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검토 배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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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

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위치기반서비스(LBS)의 개념

▶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사업이란 위치정보사업자에 의하여 수집된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CDMA

무선망과 휴대폰을 활용한 방식으로 크게는 친구찾기 서비스와 네비게이션 

서비스(Telematic)를 중심으로 발전

<LBS Value Chain, 포인트아이, LBS 발전전망, 위치정보 활용 신규 컨텐츠 개발 트랜드 분

석 및 수입 창출 전략, 2004.3.11, 제8회 코리아 모바일 그랜드 컨퍼런스>

위치기반서비스 산업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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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기반서비스는 서비스이용자와 네트워크사업자, 부가서비스제공업자 등간의 

연관관계가 깊어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향후 국가기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 측위사업자 및 네트워크사업자는 물론이고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업자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어 

상호간의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향후 신규서비스 발굴가능성도 높음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산업 분석

▶ 국내 위치기반서비스(LBS) 현황

 - 국내 위치기반서비스는 크게 6개로 대분류 가능함(Information, Entertainment, 

Safe & Security, Tracking, Navigation, Commerce)(“위치정보의 활용현황 조사

분석”, KISA, 2006. 8, 65~85면)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분류>

분류 개념 제공대상

Information 주변정보서비스
개인의 현재 위치정보에 기반한 주변정보

(날씨, 생활정보 등) 검색서비스
개인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개인의 위치정보에 기반한 오락용서비스

(게임, 미팅 등)
개인

Safe & Security 안전 및 구난서비스
개인/기업의 안전 및 구조요청과 연관된 

서비스
개인/기업

Tracking

물류․관제서비스
사람, 차량 및 물류의 위치정보를 추적하

고 통제하는 기업용 서비스
기업

위치확인서비스
타인 및 사물의 위치정보에 기반한 개인

용 서비스
개인

Navigation 교통․항법서비스
운전자의 위치에 기반한 교통정보 및 길

안내 서비스
개인/기업

Commerce 거래․광고서비스
개인의 위치정보와 상품 또는 광고 등의 

서비스와 연계된 서비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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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fe & Security 서비스는 2006년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서 출동

서비스․지킴이서비스․세이프카드 등이 대표적임

 - 이중 지킴이서비스는 종래의 Tracking 서비스에 Safety적 성격이 혼합된 것

으로서 대표적인 결합형 서비스에 해당함

 - 자녀, 여성, 장애인 등 노약자가 늦은 귀가길 등에 부모 등의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또는 특정지역 이탈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함

▶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LBS 가입자 수

 - 2006년 국내 이동통신사 LBS가입자 수는 약 4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약 10%를 차지함(“LBS 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보고서”, KAIT, 2007. 2, 70면)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분류>

(단위 : 명)

2006년 2005년 2004년

SKT 2,400,000 2,420,000 2,278,000

KTF 1,040,000 1,150,673 958,164

LGT 647,631 1,008,000 757,000

합계 4,087,631 4,578,673 3,993,164

▶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산업규모

 -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은 2006년 5,500억원의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07년

에는 8,000억원대, 2008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LBS 기술 및 시장

동향 연구보고서”, KAIT, 2007. 2, 105면)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산업규모>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성장률

매출액(백만원) 554,458 829,786 1,058,846 1,293,062

성장률(%) 50 28 22 33



Safeguard of u-Society, LBS 7

 - 2006년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산업 중 시스템․단말기 등을 제외한 순수서비스는 
30% 가량을 차지하며(2009년 62.1%로 증가 전망), 이중 교통/항법서비스 전체 

시장의 50% 가량을 차지함

  세계 위치기반서비스 산업 분석

▶ 세계 위치기반서비스 시장규모

 - 미국의 전문리서치 업체인 BCC는 세계 위치기반서비스 시장규모가 2005년 23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39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Global Mobile Positioni

ng Applications: Commercial, Military, Homeland Defense”, BCC Research, 2005. 8)

▶ 일본 위치기반서비스 시장현황

 - 전문리서치기관인 In-Stat는 일본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규모가 2005년 3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6년에는 4억2,400만 달러를 형성하고, 2010년에는 약 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일본 LBS 서비스 시장규모(In-Stat, 2005,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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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래에는 Non-GPS 서비스가 일본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의 GPS폰 보급률의 확대가 일본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성장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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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Non-GPS 방식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DoCoMo로서 일본의 3개 이동통신

사업자 중 처음으로 2001년 7월 Non-GPS 방식의 서비스를 개시

 - GPS 기반 서비스의 주도사업자는 2위사업자인 KDDI로서 2001년 12월부터 

퀄컴사의 gpsOne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 중

▶ 미국 위치기반서비스 시장규모

 - ABI Research 그룹은 2005년 북미지역의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자는 전세계 

가입자의 약 5%에 달하고, 2010년에는 12%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Locati

on-Based Services : Operator Strategies, Revenue Opportunities, Subscribers, D

evices, and Applications for Mobile LBS, ABI Research, 2006)

 - 미국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연방정부의 주도 하에 공공서비스인 E911(Enha

nced 911)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육성되고 있음

   ※ 미국은 E911의 일환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Wireless Communication & 

Public Safety Act를 법제화한 이래 현재까지 무선 911시스템 구축을 진행

 - Nextel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주력했던 미국의 기업용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2004년 39만명의 가입자에서 2008년 1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측면에서 2004년 1억6,000만 달러에서 2008년 6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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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위치기반서비스 시장규모

 - 유럽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각 리서치기관이 2005년까지 수십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으나, 측위기술 정확도, 이동통신사의 과다한 3G 

라이센스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달성되기 어려웠음

 - 유럽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2004년 1억800만 유로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

05년에는 2억7,000만 유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10년에는 21억8,0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Research & Markets, 2006. 2; The Structure of the Eur

opean LBS Market 2005, Berg Insight,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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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의 안전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 SKT의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lbs.nate.com 참조

▶ SKT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GPS와 Cell 방식을 병행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Cell 

방식이 주로 이용되는 경우는 간단한 주변정보 등에 한정되고 있으며, 친구찾기나 

네비게이션, 안전서비스 등에서는 대부분 GPS와 Cell을 병행

 - SKT는 Trakcing 측면에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친구 위치 찾기 서비스를 월 1,500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위치 알림, 친구 

위치 알림, 친구 이탈 알림 서비스를 정액 및 종량제로 서비스하고 있음

 - 이 외 그룹 간의 위치 찾기 서비스인 집단 위치 찾기, 커플을 주대상으로 하는 커플 

위치 찾기 서비스가 제공 중

 - 도착 알림이나 친구 이탈 알림 등은 tracking 서비스와 safety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미리 지정된 위치에서의 이탈이나 지정된 목적지로의 도착 여부를 알려줌

▶ 폰 안심 서비스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안심귀가, I-Kids, GPS 긴급 호출, 폰 CCTV, 

세이프카드 서비스 등을 제공

 - 안심귀가의 경우, 등록자의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해주는 방식이며, GPS 

긴급호출은 위급상황 발생 시 GPS 버튼을 누르면, 미리 등록된 4명의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서비스

 - 아이키즈서비스는 전용폰을 이용해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이가 등록 지역을 

이탈할 경우, 이를 알려주며, 아이의 이동경로를 48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

위치정보를 활용한 안전서비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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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서비스명 측위 방식 요금

Tracking

친구찾기

친구위치 찾기 GPS/Cell
- 월 1,500원 25회 무료, 초과시 

1건당 120원

자동위치알림 GPS/Cell - 1인당 120원

친구 도착 알림 GPS/Cell
- 1~2건 등록 월 2,000원

- 3~5건 등록 월 3,500원

친구 이탈 알림 GPS/Cell - 1건당 120원

집단 위치 추적 Cell - 1인당 40원

커플위치교환 Cell - 확인 문자메시지 1건당 120원

물건찾기 분실 폰 위치 확인 GPS/Cell
- 월 1,500원 25회 무료, 초과시 

1건당 120원

Safety & Sec

urity

폰안심 

서비스

안심귀가 GPS/Cell - 위치확인 문자메시지 1건당 80원

I-KIDS GPS - 폰 1개 등록 시 3,000원

GPS 긴급 호출 GPS/Cell - 무료(통화료만 부과)

폰 CCTV -
- 정액제 월 3,000원

- 프리미엄 월 8,000원

119 긴급구조 Cell - 무료

세이프카드 GPS/Cell - 월 900원

Information 주변정보
114 주변정보 Cell - 1건당 50원

주변정보/여행 Cell - 표 메뉴에 50원

Entertainment
게임/운

세/미팅

위치팅 Cell - 50~350원

사주천하(현 위치운세) Cell - 1건당 100원

Navigation & 

Traffic

Nate Dri

ve
길 안내 GPS

- 프리미엄 18,000원

- 레귤러 9,000원(10회 무료, 

11회부터 900원/1건)

- 세이브 3,000원(5회 무료, 6회

부터 건당 900원)

- 종량제시 1건당 음성 1,500원 

 - 집이나 직장 등에서 PC에 설치된 웹카메라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폰 

CCTV와 신용카드 사용과 위치정보를 결합한 세이프 카드 서비스를 제공 

<SKT의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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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500원

긴급서비스 GPS - 기본료에 포함. 종량제 미제공

실시간 교통정보 GPS
- 세이브 요금. 종량제시 1건 당 

음성 200원 문자 100원

주변정보 GPS

- 기본료에 포함. 길 안내 요청

시 1건 당 500원 별도(세이브 

요금, 종량제)

안전운전도우미 GPS
- 기본료 포함. 종량제 시 월 3,

000원

교통정보

서비스
고속도로, 국도  Input - 1건당 150원

지도

보행자 길 안내 GPS/Cell - 1건당 120~500원

내 위치 조회 GPS/Cell - 1건당 120원

대도시 도로교통 Input/Cell - 1건당 150원

버스도착알리미 Input/Cell - 무료/1건당 100원

  KTF의 안전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 KTF의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magicⓝ 사이트의 편리한 폰생활 > 위

치․교통(http://www.magicn.com/index.asp?code=DFA0000) 참조)

▶ SKT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GPS와 Cell 방식을 병행해 제공

 - 모바일 출동과 같은 안전 서비스, 네비게이션, 친구 찾기 등의 Tracking 서비스가 

모두 GPS에 기반하며 Cell 방식이 이를 보조하는 형태

 - KTF는 친구와 나의 위치(위치정보와 지도)를 SMS로 전송해주는 친구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구위치찾기의 경우에는 월 1,200원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 외의 서비스는 1건 당 60~100원에 제공

 - KTF의 Safety 서비스는 친구찾기에 포함된 안심귀가 서비스와 출동 서비스인 

모비가드, 신용카드와 위치정보가 결합된 세이프카드로 나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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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서비스명 측위 방식 요금

Tracking
친구찾기

친구위치 찾기 GPS/Cell

- 정액요금 월 1,200원(20회 무료), 

이후 1건당  100원, 지도 보기 건

당 20~50원

친구지킴이 GPS/Cell
- SMS 전송 1건당 60원, 지도 건당 

100원

내 위치조회전송 GPS/Cell - 1건당 100원

빠른 길 찾기 GPS/Cell - 1건당 100원

물건찾기 분실 폰 위치확인 GPS/Cell - 친구찾기 가입자 무료

Safety & Sec

urity

안심귀가 GPS/Cell - 친구찾기 요금과 동일

모비가드

정밀위치 찾기

GPS/Cell

- 월 정액 3,500원(택시 케어 건당 

본인 80원, 3자 110원, 귀가길 케

어 150~350원, 구급신호 500원,

출동료 50,000원)

택시케어

귀가길케어

홈케어

보호울타리

구급신호

세이프카드 GPS/Cell - 월 900원

Information 주변 정보

Cell 기반 Cell - 1건당 50원

GPS 기반 GPS - 1건당 80원

Navigation & K-ways 길 안내 GPS - 프리 월 7,000원(최적 경로, 음성 

 - 안심귀가 서비스는 등록된 친구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친구

찾기 카테고리에서 함께 제공

 - 모비가드 서비스는 KTF가 캡스와의 협력 하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밀위치찾기, 

택시 케어, 홈 케어, 보호 울타리, 귀가길 케어, 긴급출동 등이 제공

 - 정밀위치찾기는 GPS를 이용한 위치 확인의 정확도 여부, 위치확인이 실패했을 시 

실패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 귀가길 케어는 귀가예상시간을 설정하면 설정시간대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관제센터에 등록

<KTF의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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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목적지 검색 제외 모두 무료)

- 레저 월5,000원(최적 경로, 음성 

목적지 검색 제외, 주말 무료)

- 라이트 월 4,000원(자동차 경로 

안내 7건 무료)

- 종량제 시 내 위치 보기 1건당 

150원, 지도 1건당 50원, 도보 

경로 1건당 500원, 자동차 1건당 

900원, 지하철 1건당 200원)

최적 경로 GPS - 월 2,000원

음성 검색 GPS - 1건당 700원-900원

안전운행 GPS

- 기본료에 포함.  종량제 시 1회 업

데이트에 1,500원

- 월정액 2,000원(매주 업데이트)

나만의 교

통정보

통합교통정보

GPS/Cell

/Input

- 월 2,000원(정보 무제한, 일 2회 

SMS 발송)

고속도로 교통정보
- 월 1,500원(정보 무제한, 일 1회 

SMS 발송)

출퇴근(서울/수도

권) 교통정보

- 월 1,500원(정보 무제한, 일 1회 

SMS 발송)

지도
생활정보지도 GPS/Cell

- 지도보기 1건당 80원, 내 위치 보

기 1건당 100원

MAP114 Input - 지도 조회 50원, 다운로드 100원

  LGT의 안전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 LGT의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lgtelecom.com/의 서비스>

데이터서비스, 중앙일보, “[IT] 휴대전화 '보디가드'”, 2007.5.27 등 참조)

▶ LGT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과 물류 관리 서비스에 초점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는 여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그 종류와 

다양성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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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서비스명 측위 방식 요금

Tracking
친구찾기

친구위치 찾기 GPS/Cell

- 정액요금 월 3,000원(무제한), 

900원(월 20건), 지도보기, 내 

위치보내기, SMS 이용 시는 1건

당 30~80원 추가 과금

- 일정액 요금 일 500원 일일 무제한

애인안심서비스 GPS/Cell

물건찾기 분실 폰 위치확인 GPS/Cell 무료 

Information 주변 정보 Cell
1건당 50원-80원

Entertainment 약도, 게임 Cell

Navigation & 

Traffic

LGT 텔레 

매틱스

길 안내 GPS
- 모젠 15,000 (월 15,000원, 문자, 

음성 무제한)

- 모젠 8,000(월 8,000원, 음성 8

회, 문자 15회 무료, 이후 1건당 

음성 700원, 문자 300원)

- 모젠 5,000 (월 5,000원, 문자 무

제한, 음성 1건당 1,000원)

위험도로 정보제공 GPS

추천맛집 정보제공 GPS/Cell

 - 그러나 LGT는 최근 위치기반서비스를 핵심 육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친구찾기와 같은 Tracking 서비스와 교통항법 서비스,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유치원생의 등·하교 상황을 문자로 보내주는 ‘키즈 

케어(KIDS CAR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전자식별

태그(RFID tag)가 내장된 카드

를 리더기에 접촉하면 부모의 

휴대폰으로 도착 메시지가 전

송되는 서비스로서 2007년 2월 

현재 현재 65개 유치원이 이 서

비스에 가입되어 있음

<LGT의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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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GPS

- 종량제: 음성 1건당 1,500원, 문

자 1건당 500원

- 안심운전 알리미: 2,000원(정액

제는 무료 사용)

  한국위치정보의 안전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 한국위치정보의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lbskr.com/ 참조)

▶ 한국위치정보는 GPS 및 Cell-ID 등의 위성 또는 이동통신망 기반의 서비스가 아닌 

독자적인 위치수집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지상파LBS 사업자

 - 한국위치정보는 2006년 8월 서울과 수도

권 지역에서 시범 및 상용화서비스를 시

작하였음

 - 한국위치정보가 주력으로 삼고자하는 서

비스 영역은 높은 위치측위정확도와 음역

지역최소화에 기반한 Safety 분야로서, 

개인과 차량, 자산관리로 대별할 수 있음

▶ 개인서비스의 경우 유아나 치매노인, 독거노인, 정신지체장애인, 미혼여성 등을 

대상으로 위치추적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

 - 안심존(zone) 관리 및 자동이탈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SOS 신호발생시 비상

출동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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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통지가 SMS로 도착한 화면> <CallbackURL을 통해 지도화면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화면>

 - 정밀한 실내위치추적(대상이 어느 건물 몇 층의 어느 장소에 있는지까지의 구체

적인 추적)이 가능하여 기존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기대

<지도상에 표시된 이동궤적들>

  일본의 안전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 일본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Non-GPS 기반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DoCoMo는 코코세콤(Coco-Secom), 이마도코(Ima-Doco)맵피온(Mapion), 코콧피, Zm

@p on net + DLP 등 아동보호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http://www.nttdoco

mo.co.jp/english/service/imode/site/i_are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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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oMo는 Non-GPS와 GPS를 통틀어서 일본내에서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Non-GPS 서비스로는 지도검색, 음식점, 호텔 등 주변지역정보, 기차노선 찾기, 

날씨 등 정보검색 위주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보안업체인 Secom社와 함께 제공하는 코코세콤(Coco-Secom, KDDI도 서비스 중)은 

어린이‧노약자 등에 대한 위치찾기 서비스로서 GPS를 이용한 모바일경호서비스임(htt
ps://www.cocosecom.com/top.html)

 - 이용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gpsOne솔루션이 탑재된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위치

추적과 동시에 경호업체로 이 사실이 알려져 즉시 경호요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서비스

 - 가입비 ￥3,500, 월 기본요금 ￥262, 위치정보검색 1회 ￥105, 출동서비스 매월 

2회 무료, 3회부터 1시간당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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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berMapJapan社가 제공하는 이마도코(Ima-Doco, (Ima-Doco, http://imadok

o.mapion.co.jp/imadoko_i.html)는 PHS 전파를 추적하여 기지국 위치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로서 팩시밀리로도 PHS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P-doco 요금제의 경우 월 ￥1,029, 위치정보추적 1회 ￥10.5

 - 젠린데이콤이 제공하는 Zm@p on net + DLP은 미리 등록해 놓은 휴대전화의 

위치를 손쉽게 검색해 지도에 표시하여 주는 서비스로서 PC와 I-mode에서 

확인이 가능함(http://www.zenrin.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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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DI는 일본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gpsOne에 기반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GPS 기반 시장의 성장을 주도

 - DoCoMo도 서비스 중인 코코세콤(Coco-Secom)은 물론 위치정보에 기반한 

가족찾기 서비스인 EZ오사가시나비를 제공중에 있음

▶  일본의 휴대전화 긴급통보에 따른 발신자 위치정보 통지 의무화

 - 2007년 4월부터 경찰(110번) 및 해상보안청(118번), 소방관서(119번)에 대한 긴급

통보발신 시 통화가 연결된 긴급통보기관에게 발신장소정보를 자동적으로 통지하는 

｢긴급통보 위치 통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함과 아울러 GPS의무화 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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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의 경우에는 GPS 측위에 의한 위치정보가 제공되며, 

그 이외의 단말기의 경우에는 기지국의 장소나 전파 도달범위 등에서 산출되는 

위치정보가 접수기관에 제공

 - 2007년 4월 이후 신규 제공되는 3G휴대폰에 원칙적으로 GPS를 탑재하도록 

하였으며, 가입자보급률은 2009년 4월 50%, 2011년 4월 90%, 개시 후 5년 후 

100%를 목표로 함

  미국의 안전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 미국의 Safety 서비스는 공공 영역에서 911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노약자․어린이 등에 대한 위치추적 및 차량안전관리, 안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가족에 대한 안전서비스의 경우에는 GPS를 이용해 위치추적 및 안심지역 설정, 

이탈시 알림 기능 등이 제공되고 있음

 - Nextel社의 MapQuest Find Me는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문자로 

보내거나 웹사이트에서 위치를 공유(http://www.nextel.com/en/services/gps/gp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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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제공사는 MapQuest로서 월 ＄5.99오 300KB의 데이터 이용가능(http://fi

ndme.mapquest.com/)

 - Verizon Wireless는 2006년 

어린이용 위치추적서비스 등 

상업용 위치기반서비스를 본

격적으로 시작

 - Verizon Wireless의 Chaper

one은 GPS를 활용한 가족용 

위치추적서비스로서, 웹접속

이나 Parent 단말기를 통해 상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http://www.verizonwir

eless.com/b2c/splash/chaperone/index.jsp)

 - 기본형(월 ＄9.9)과 업그레이드형(월 ＄19.99)으로 구분되며, 업그레이드형의 

경우에는 안심지역설정기능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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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911 구조활동을 위한 위치정확도 제공의무 부여

 - 미국은 이미 1996년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Verizon Wireless, Sprint PCS, 

AT&T Wireless 등과 같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긴급구난시스템인 911 콜

센터에 구조요청을 한 재난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프레임워크(E911) 

구축을 명령하였음

 - 그리고 E911을 실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의 기지국과 3,300개의 

911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s : 지역응급센터)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 구조요청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1단계(E911 Phase Ⅰ)규칙과 구조

요청전화가 걸려온 후 30초 이내에 50~100m의 정확도로 재난자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2단계(E911 Phase Ⅱ)규칙을 이행하도록 하였음

   ※ 미국의 경우 E911 Act에 따라 FCC가 이동통신사업자(Wireless Carriers)의 경우 

50m(67%) ~ 150m(95%)의 정확도, 그 외의 통신사업자의 경우 100m(67%) ~ 300m

(95%)의 정확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별 목표측위 정확도>

<주> AGPS(Assisted GPS) : 무선통신망으로부터 초기 GPS정보 등의 지원을 받는 측위기술

     AFLT(Advanced Forward Link Trilateration) : CDMA용 기지국 기반 측위기술

     E-OTD(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 : GSM용 기지국 기반 측위기술

     iDEN(Integrated Digital Enhanced Network) : 모토로라의 디지털 TRS기술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측위기술
목표정확도

측위기술회사
67% 95%

Verizon CDMA AGPS/AFLT 50m 150m 퀄컴

Sprint PCS CDMA AGPS/AFLT 50m 150m 퀄컴

Cingular GSM E-OTD 50m 150m 에릭슨, 노키아, 지멘스

AT&T GSM E-OTD 50m 150m 에릭슨, 노키아

VoiceStream GSM E-OTD 50m 150m 에릭슨, 노키아, CPS

Nextel iDEN AGPS 50m 150m 모터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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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안전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 유럽의 경우 Tracking 서비스와 Safety 서비스가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키즈폰과 같은 전용단말을 이용한 특화된 위치추적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음

(“LBS 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보고서”, KAIT, 2007. 2, 150~156면)

 - 응급상황 발생시 콜센터가 응급의료센터 등과 연계하여 노약자에게 대응방법을 

알려주며, 미리 지정된 보호자에 대한 SOS 메시지 전송이 가능

<http://www.teddyfone.com/>

 - GPS를 활용한 긴급구조서비스인 Vodafone1200과 아동 위치정보 정보제공

서비스인 Childwatch 등이 있음

▶  유럽의 공공구조를 위한 논의동향

 - EU(European Union)에서 비상전화 “112”에 대해 발신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E112”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미국과 같이 통신규제기구의 

명령(mandate)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순수하게 상업적인 목적

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EU 집행부는 이동통신사, 긴급구조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CGALIES에 

E112 시행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 1월 보고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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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ALIES : Coordination Group on Access to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

cy Services의 약자로서 유럽 전역의 전문가들로 구성

 - CGALIES의 보고서는 규제 의무화 정책의 경우, 다음과 같이 2단계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음

<CGALIES의 위치정보 품질 도달 기준>

※ 1단계 요구사항인 500m이내의 수평정확도는 E112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근

거한 것이며, 실제 현재 유럽의 이동통신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기준은 아님

※ 2단계 요구사항인 100m는 미래기술 발전과 LOCUS의 요구사항을 기준으

로 고려한 것임

기  준 1단계 2단계
수평정확도 500m 100m
수직정확도 규제없음 규제없음

신뢰도 67% 이상 67% 이상
커버리지 네트워크 커버리지 not defined
이용성 네트워크 커버리지내에서 99.95% not defined

지연(응답시간) 5초 30초
표준화 Yes Yes

상호운용성 No Yes

 기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위치기반서비스 현황

▶ 대만 First International Telecom社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M-care는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 및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

 - OleM@p社의 M-care 서비스는 월 30元에 제공(http://mobile.olemap.co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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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서비스를 위한 위치정보정확도의 제고

▶  유비쿼터스 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위치정보정확도의 

제고가 요구됨

 - 위치정보는 119(소방방재청)의 인명구조 등 공공구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 등에 요구되는 충분한 정도의 위치 값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반하여 미국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위치정확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3G 이동통신단말기에 GPS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긴급

구조와 같은 안전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2006년말 미국 오레곤 주에서 조난하여 사망한 James Kim 사건이후 이동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와 E911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

▶  긴급구조요청이 가능한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긴급구조기관(119)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측위정확도를 충족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측위기술에 적합한 긴급구조용 위치정보 요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 수립이 요구됨

  위치정보를 활용한 공적안전서비스 기반의 확충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위치정보의 활용가능성

시사점 및 제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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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어디”에 존재하는가/존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위치정보”는 “언제 
어디에나”라는 말로 설명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에 있어서 핵심

 -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는 그 주체의 안전을 사전에 보호

하고, 생명․신체의 위험으로부터 빠른 시간내에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정보
이자 서비스이라고 할 것임

 - 즉,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미아아동이 될 위험 또는 유괴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지역이탈경보), 현재의 위

치를 파악하여(아동위치추적)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 비단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치매노인 및 정신지체장애인, 독거노인 등 스스로 

주위와 사회의 도움이 요구되는 요보호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용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음

▶  위치정보를 활용한 안전복지서비스의 격차해소

 - 현재의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 산업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상업적 활용이 

중점을 두고 발전함에 따라서 친구찾기와 같은 Tracking 또는 Entertainment 

등의 서비스가 주로 개발․제공되고 있음

 - 아이키즈 또는 키즈케어와 같은 사회위험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안전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이동통신사의 상업적 서비스임에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에게까지 보급되지 못하고 있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
구조기관(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이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제29조 및 제30조)

 - 이미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만이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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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사회안전복지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상업서비스 위주로 발전된 

안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안전서비스 접근기회의 

제공이 요구됨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보호시설아동 등 상업적 

안전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수요지향적 위치정보활용 안전서비스모델의 발굴, 보급

▶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연관산업 파급효과

 -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은 이용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의하여 형성된 측면보다는 관련 

당사자, 즉 이동통신사업자․위치측위사업자․SW개발사업자․콘텐츠사업자 등이 
수익창출 목적에 의하여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은 다양한 가치사슬( )이 존재함에 따라서 전후방

효과 등 연관사업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성을 보임

 - 즉, 수많은 산업당사자와 이용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각 산업 주체 간 연관성 및 

파급성이 매우 높고, 무궁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함

  ※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의 연관요소 : 통신인프라(통신사업자 : CDMA, 무선랜 등) 및 위치

측위 관련 장비 및 기술(위치측위사업자 : GPS수신기 등), SW(LBS 플랫폼․응용SW개

발사업자 : LBS 요소 S/W), 콘텐츠 및 서비스(콘텐츠사업자 : 위치기반 ERP․CRM, 교
통안내 등) 등과 유통․물류․제조업에서부터 개인까지 포섭하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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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수요의 발굴과 수요지향적 서비스 및 SW, HW의 개발

 -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싱가포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무선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신성장 전략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일 뿐만 아니라 

 - 사회안전망으로서 활용가능성과 가치가 지대함에 따라서 경쟁력있는 서비스 및 

제반 기술 확보에 시급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

 - 따라서 어린이 및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등 일반적인 위치정보단말기에 

친화적이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특성화된 단말장치의 개발과 개인 및 차량, 화물 

등 다양한 서비스수요에 적합한 단말기와 기술의 개발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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