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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Simulator 시장 및 신제품 동향
GNSS Simulator 시장, 향후 5년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전 세계의 다양한 GNSS Simulator 신제품 동향
▶ Markets and Markets, GNSS Simulator 시장, 2025년 1억 6500만 달러 예상
• 글로벌 리서치 업체 “Markets and Markets”에서 발간한 “GNSS Simulators Market by Component
Type, GNSS Receiver, Application, Vertical, and Region - Global Forecast to 2025”에서는 전 세계
GNSS Simulator1) 시장규모가 2020년 1억 6백만 달러에서 2025년 1억 6500만 달러로 증가가
예상되며, 9.3%의 CAGR2)이 예상된다고 언급
- IoT의 급속한 보급, 5G 유비쿼터스3) 활성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용의 증가로
GNSS Simulato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이 보고서는 GNSS Simulator 시장을 분석하여 각 분야별 핵심사항을 강조
- (구성요소)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로 세분화 되며, 특히 하드웨어 부문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GNSS Simulator 시장에서 향후 몇 년간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분야) 군사, 국방, 자동차, 가전, 항공우주, 기타 분야로 구분되며 특히 향후 5년간 자동차 분야가
특히 높은 CAGR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분야에서의 GNSS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며, 우버, 리프트, 카셰어링,
보험 앱, 주차 앱, 통행료 부과 등 다방면에서 정확한 위치정보의 측위 가능

- (위성) GPS, GLONASS, Galileo, BeiDou, NavIC, QZSS로 구성되며, 특히 GPS에서 제공하는 위성
추적서비스가 상업적 목적 및 개인적 용도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
• GNSS Simulator 시장은 2025년까지 북미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질 것이며, UAV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기술의 진보로 지역별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GNSS Simulator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태평양은 지역 전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5년까지 가장 높은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특히 이 지역은 공간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잠재력이 크고 지역 연구 및 개발의 비중이
높아 넓은 소비자 계층이 예상
1) Simulator : 모의실험 장치
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연평균 성장률
3) 유비쿼터스(Ubiquitous) :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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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World Magazine 1월호, 전 세계의 GNSS 신제품 언급
• (OEM Receiver board) 벨기에 본사를 둔 GNSS 제조업체인 Septentrio에서 개발한 이 장비는
GNSS기술과 1/10미터 보정 서비스(인터넷, L-band4) 위성)를 결합하여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곳에서도 밀리미터 이하의 정확한 위치 측위 가능
- 또한, plug and play5)가 가능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 빠른 위치 측위 가능
• (TW5382 Smart GNSS 안테나) 캐나다의 본사를 둔 GNSS, Globalstar 안테나 등의 제조업체인
Tallysman에서 개발한 이 장비는 고정밀 5G 측위용으로 설계
- GNSS 타이밍 수신기와 GNSS Acutenna 기술로 구성된 이 기기는 GPS/QZSS, GLONASS , Galileo,
BeiDou의 신호를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작
• (IoT GNSS module)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Swift Navigation에서 개발한
이 장비는 정밀 위치측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실시간 정밀 항법 기능을 제공
• (SURVEYING AND MAPPING Virtual base station) 프랑스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SBG
Systems은 새로운 가상기지국(VBS)을 통해 궤적과 방향을 개선하여 위치정보를 센티미터 수준으로
정확하게 측위 가능

Reference
• GPS WORLD : “Report: GNSS simulators market to be worth $165M by 2025”, 2021. 2. 8.
• GPS WORLD : “Launchpad: GNSS chipsets, GIS software”, 2021. 2. 1.

4) L-band :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대의 호칭으로, 주로 위성 통신과 마이크로파 통신에서 사용되는 1GHz대의
주파수대
5) plug and play : 꽂아서(Plug) 바로 사용(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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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서비스, 택시 GPS 기반 앱미터 도입
국토교통부, GPS 기반 택시 앱미터 제도의 입법 및 행정예고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가속화 예상
▶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확정으로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정부는 규제 유예제도(이하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하여
택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국토교통부)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 앱미터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정보로 차량의 위치, 이동시간, 이동거리 등을 계산하여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한 거리·시간을
계산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
-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카카오·티머니·리라소프트가 국토교통부 검정을 완료하였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그림 1. 앱미터기
< 카카오모빌리티 앱미터기 서비스 >

< 티머니 앱미터기 >

출처 : 국토교통부

• 법령 개정에 따라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택시 사업자는 기존 전기식 미터, 앱미터 요금산정 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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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택시 전기식미터’와 ‘택시 앱미터’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위치정보를 활용한 앱미터의 제도화로 앞으로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고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속화되는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이용자들은 택시에 탑승하기 이전에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투명화되고,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 및 오류도 원천적으로 해소 가능
- 택시 사업자와 기사는 기존 전기식 미터기를 사용할 경우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미터기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했으나, 앱미터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과 비용 등이 해소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면서, “앱미터는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이라는 정부정책의 이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언급

Reference
• 연합뉴스 : “GPS 기반 택시 '앱 미터' 본격 도입…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가속”, 2021.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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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통합관제센터, 위치정보 활용으로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통신사 위치정보를 활용한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노인 보호 서비스 도입
▶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현
• 의정부시는 다변화되는 4차산업 혁신환경 생태계에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5월까지 스마트도시 구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등의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게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표
- 지역 내의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하나의 지능화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안전망은 112 출동, 영상지원, 대포차량 검색지원 등의 10개 표준 서비스 모델로
구축할 예정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찰·소방망을 연계하여 화재 발생 지점의
통합관제센터 CCTV 실시간 영상, 위치정보, 교통정보를 출동차량 및 지휘센터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초동조치·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진행
- (긴급구조) 광역자치단체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계하여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나 치매 노인 가정의 신청을 받아 실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소재지 파악 및 구조 등에 활용할 계획
- (안심알림) 통신사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와 독거노인 보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간보안 및 공공안전 서비스를 구축해 범죄·화재·사건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협력 안전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이 골목길 차량 주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유발 요소가 많으며,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통해 보행자, 차량 통행량, 차량 운행 속도 데이터를
연계하고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바닥 경광등과 차량접근 알림서비스 등을 도입할 예정
•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안전, 생활, 복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확산을 도모할 예정
Reference
• 뉴스피크 : “의정부시, 도시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2021.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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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동향
▶ 지디엘시스템, 해상 조난자 탐지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개발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4063500848?input=1195m
▶ 가민, 게이머용 ‘인스팅트 e스포츠 에디션’ 출시
- https://www.etnews.com/20210208000042
▶ '무인 지게차가 요리조리' 유진로봇, 2D 라이다 센서 출시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3_0001328602&cID=13001&pID=13000
▶ 잦고 강해지는 산불...3D·GPS 기술로 잡는다
- https://www.ytn.co.kr/_ln/0108_202102062238023762
▶ [2021 비대면 시대, 유망 스타트업] 내 손안의 의사 ‘어디아파’ 개발, AI 기반 의료솔루션 비플러스랩
-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1297369d
▶ [모빌리티핫이슈] 애플·현대차 자율주행 전기차 협상 수면 아래로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607
▶ "LA서 분실한 물건 서울서도 위치 확인"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20773131
▶ 디토닉 “시공간 빅데이터 기술로 더 나은 세상 만든다”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41
▶ 거창군, 설날 실종 치매노인 ‘골든타임’ 지켜 구조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873
▶ 소방차 뜨면 '녹색불'…전북 전주·익산 도입
- https://www.nocutnews.co.kr/news/54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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