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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규모 1조 8,418억 전망”
- 2019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교통․물류 분야와의 위치정보 융합 활성화 예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핵심 자
원인 위치정보 산업의 국내 규모 및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한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결과를 2020. 2. 21.(금) 발
표했다.
는 2019년 8월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신고된 1,580개
위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의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해 ‘2019년 국내 위치정보산
업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KISA

조사 결과,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액 규모는 1조 5,918억
원이며, 2020년에는 2,500억 원 증가한 1조 8,418억 원으로 전망했다.
부문별 매출액 규모는 ‘대인·대물 위치추적 및 관제서비스’ 7,386억
원(46.4%),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3,019억 원(19%) 등의 순으
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65.4%는 향후 1~2년 내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위치정보와 융합 발전할 분야로
‘교통(41.8%)’과 ‘물류(40.0%)’를 꼽았다.
※ ‘빅데이터 분석서비스’가 전체 산업 대비 매출 규모(160억 원, 1%)는 작지만,
부문별 매출액 증가율은 68.4%로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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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은 ‘국내 법·제도 규제(21.1%)’와
‘인프라 구축(16.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제도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 허가·신고(64.9%)’,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동의 획득
(39.1%)’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인프
라 사업/R&D 과제 확대(34.6%)’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고 응답했다.
채승완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장은 “시장진입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 컨설팅,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
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데이터 활용 경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업자 친화적인 지원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
겠다”고 말했다.
KISA

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보고서’ 원문은
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2019

KISA

누리집

※ KISA 누리집: www.kisa.or.kr(자료실-KISA Library-국내외 위치정보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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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9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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