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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자동차 시스템 차세대 AR HUD 개발
파나소닉, 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AR HUD 개발
운전자 위치기반 충돌 경고, 경로 안내 등 서비스 제공
▶ 파나소닉, 차량 주변 방해물 충돌 경고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AR HUD 출시
• 미국에 본사를 둔 Panasonic Automotive Systems of America는 2021년 1월 11일에 개최된 2021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AR HUD1)를 출시
- 영상 기술, 용량 최적화(Volume optimization) 기술, AI기술을 결합하여 운전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맞춤형 차량 정보 제공, 차량 주변의 보행자 및 방해물 정보 제공, 맞춤형 경로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 파나소닉 스마트 모빌리티의 사장 Scott Kirchner는 “AR HUD 기술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이전의 HUD는 단순한 차량의 속도, 연료 잔량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뿐이었지만, 파나소닉의 HUD는 3D 오버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및 기타 운전자
데이터를 자동차 앞 유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미래에는 자율주행 차에도 탑재되어 더욱 안락한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파나소닉의 AR HUD 시스템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PRIZM”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운전자가 더 중요한 정보를 먼저 식별하도록 함
· P(Precise placement) : 최적의 이미지 배치
· R(Reflection) : 물체 및 표지판 감지
· I(Intuitive) : 사용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더욱 눈에 띄도록 함
· Z(Zona) : 이동 중인 물체 표시
· M(Mission Control) : 도로망을 눈에 띄게 이미지화 함

- 파나소닉 신형 AR HUD의 주요 기술
· (눈 추적 기술) 운전자의 위치에 맞춰 근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력 수준에 맞춘 정보를 투영하고,
운전자의 머리 움직임에 맞춘 정보를 제공
· (광학 기술) 첨단 광학 기술로 야간 시야를 강화하여 어두울 때도 근처 이동성 있는 물체나 사람을 감지할
수 있고 내장형 카메라로 운전자의 안구 위치를 확인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1) HUD(Head Up Display) : 차량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앞 유리에 표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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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내비게이션 정확도) AI 기반 AR 내비게이션 기술은 이동 중인 차량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환경에
맞춰 조절되는 “multi - color 3D 내비게이션 그래픽”을 이용하여 좌회전, 우회전을 표시해주거나 근처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차, 자전거 탑승자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시
· (진동 제어) 파나소닉의 독자적인 카메라 알고리즘(image stability algorithm)을 통하여 차량이 덜컹거려도
안정적인 이미지 촬영 가능
· (실시간 상황 인식) ADAS, AI, AR의 환경정보가 300밀리초 이내에 업데이트
· (3D 영상 레이더) 180도, 90m까지 시야가 확보되어 약 3개의 차로를 확인 가능
· (4k 해상도) 고 해상도 레이저 홀로그래피2) 기술을 이용하여 근거리, 원거리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 가능

- 파나소닉은 “영국의 “Envisics”의 고해상도 레이저 및 홀로그래피 기술인 dual plane 기술, 미국
“Phiar”의 3D localization 기술, AI 내비게이션 기술, 상황 인식 기술 관련 기술자들과 협업하여
AR HUD 데이터 개발을 진행하였다.“ 라고 언급
그림 1_파나소닉 자동차의 AR HUD 기술

출처 : 파나소닉 오토모티브

Reference
• Auganix : “Panasonic Automotive introduces its new Augmented Reality HUD at CES 2021”, 2021. 1. 11.
2) 홀로그래피 : 두개의 레이저광이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을 이용하여 입체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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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기반 본인인증 기술 개발
위치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기술 등장
스타트업 ‘엘핀’, 이동통신 기지국 활용한 ‘위치기반 인증’ 서비스
▶ 이동통신 기지국의 고유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본인 인증 ‘위치기반 인증’ 개발
• 위치정보를 활용한 ‘내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기술 등장
- (엘핀) 이동통신 기지국의 고유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이용자가
지정한 기지국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금융서비스 등 이용 가능
· (방식) 모바일 뱅킹 앱(애플리케이션)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집으로 설정해 두면 집에서 앱을 실행시키는
것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회사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할 때 고객 정보가 상세히 보이도록
하고 사무실 밖에 들고 나가서 쓸 때는 제한적으로 보이게 하는 위치 관리 서비스도 활용 가능
· GPS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는 사용자의 전체 동선을 확인 가능하여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반면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는 대상자가 해당 권역에 실제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 최소화할 수 있음

- (NH농협) 위치기반 인증을 활용한 금융 상품에 엘핀의 기술이 적용,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전라권 등
9권역으로 나누어 고객이 권역별 인증한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금으로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통해 고객이 실제 방문한 현장에서 인증 여부 확인
- 위치기반 인증 서비스는 특정 장소에 대한 근태 여부와 코로나19 감염자의 격리 현황 관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 등의 위치정보를 사전에 지정하여 금융회사 직원이 찾아와
금융상품 가입 진행 서비스도 가능
- 엘핀 박영경 대표는 “비대면 금융 등 위치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언급

Reference
• 조선일보 : “공인인증서 대신 위치 정보로 ‘본인 인증’”,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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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대역(UWB) 위치 측위 기술 동향
초광대역(UWB) 측위 기술을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주목
삼성·애플·샤오미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초광대역(UWB) 측위 기술 도입
▶ 재조명받는 UWB의 위치 측위 기술, 도입을 위해 IT업계 경쟁 심화
• 초광대역(UWB) 통신기술은 500MHz(메가헤르츠) 이상의 대역폭을 기반으로 약 2나노초(10억 분의 1초)
길이의 파장을 이용하여 센티미터(Cm) 단위의 정확도로 거리를 측정하고 위치 인식이 가능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로 Wi-Fi나 블루투스의 위치 인식이 미터(M) 단위인 것과 비교 시 정밀도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특징) 초광대역(UWB)는 블루투스, Wi-Fi, 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등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기존의 주파수 대역보다 넓고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 가능하고 다른 무선 기술(블루투스, Wi-Fi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초광대역(UWB) 통신기술은 1950년대 미국 국방부가 군사 용도로 개발하였으나, 2002년 2월 상업적
용도를 승인하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됨
• 초광대역(UWB) 측위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비접촉식 보안 출입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공항, 쇼핑몰
등 통신 환경이 혼잡한 곳에서도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위치기반서비스도 주목받고 있고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등 모바일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
- (애플) 2019년에 선두로 아이폰11에 초광대역(UWB) 통신기술을 적용하였고,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U1칩을 탑재해 UWB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폰12와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했으며 초광대역(UWB)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문을 여는 기능을 선보임. 또한 분실물 위치파악용
단말기 ‘에어 태그(Air Tag)'를 2021년 출시할 예정
- (삼성) 2020년 8월 NXP반도체가 제작한 UWB칩을 갤럭시노트20 울트라에 탑재하여 안드로이드
최초 초광대역 통신기술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파일 공유, 기기 위치 확인 서비스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지원하고 올 해 ‘스마트 태그(Smart Tag)'를 출시할 예정
- (샤오미) 2020년 10월 이즈롄(一指連)이라는 명칭으로 초광대역(UWB) 통신기술을 발표하며 다양한
기기에 도입을 예고
• 디바이스 간의 거리와 방향을 인식하는 디바이스 서비스(D2D3))를 이용하면 별다른 인프라 없이도
가족이나 친구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10M 내외의 거리에

3) D2D(Device to Device) : 주로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근거리에 있는 기기들끼리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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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PC와 주변기기 및 가전제품 등을 초고속 무선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 있어 가전부문과
홈네트워크(Home Network)에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기존 Wi-Fi와 블루투스보다 입지가 없었지만, 최근 사물인터넷(IoT) 발달로 위치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재부상 함
그림 2_초광대역(UWB) 통신기술

출처 : 셔터스톡

- 삼성전자 차세대통신연구센터 표준연구팀의 전해영 연구원은 “초광대역 통신의 정밀한 거리·위치
측정 기능은 물류센터, 공장자동화, 쇼핑센터, 공공시설 등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새 패러다임을
낳을 수 있다.”고 언급

Reference
• 디지털투데이 : “[디지털피디아] 초광대역통신(UWB)”, 2020. 1. 13.
• 비즈니스포스트 :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눈독들이는 초광대역 통신은 어디에 쓰이는가”,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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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동향
▶ [X파일] AR게임 ‘마인크래프트 어스’ 6월 종료…왜?
- http://www.tg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69
▶ 글로벌 트렌드 이끄는 Z세대가 노는 방법 “함께 즐기는 스트리밍부터 실시간 위치
공유 앱까지”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4363
▶ [CES는 블로터로]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가 찜한 AI·자율주행 스타트업은
- http://www.bloter.net/archives/515779
▶ 아이리시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막는 안면인증 자가격리 시스템 개발
-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2&sub=004&idx=56135
▶ 방역 핵심은 ‘동선 파악’...제주안심코드, 가입자 10만명 돌파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9
▶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안업계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84
▶ 레이컴, 드론기업 카르타와 MOU...“건설‧산업현장 안전 지원”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1502109931650004&ref=naver
▶ [갤럭시 언팩] 생태계 넓히는 삼성-애플…'태그' 시장서도 맞불
- http://www.inews24.com/view/1335085
▶ "어? 내 지갑, 어디다 뒀지?"…지갑도 휴대폰처럼 위치 추적! [IT선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5001062
▶ 삼성전자, '갤럭시 S21' 3종 전격 공개
-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7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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