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 TECH
장애인의 생활 필요한 이동과 이용의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장애인 특화된
무장애 스마트 시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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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소개 : 기업 개요

기업명

LBS TECH (엘비에스테크)

설립일

2017-01-18

대표자

이시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경기대로 47

연락처

· 070-8667-0706
· lbstech@lbstech.net

주요 사업

주요 서비스

URL

· 위치기반 모션터치 검색 플랫폼 서비스
· 스마트시티/무장애도시 시범사업

· G-EYE +
· G-EYE Wheel
· Road Scanner

· G-EYE Low vision
· G-EYE Kiosk

·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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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소개 : 기업 소개

Company

LBS TECH
LBS TECH의 LBS는 Location Based Service의 약자로,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한
전 세계 10억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Introduction

LBS TECH는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을 필두로 무장애도시 구현을 꿈꾸는 소셜벤처기업입니다.
우리는 교통약자 이동권과 이용권에 집중합니다. 현장에서 불편함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설계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로 인한 장벽을 느끼지 않는
Barrier-free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Slogan

EVERYWHERE ACCESSIBLE TO EVERYONE
Barrier-free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모든 곳이 접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생활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방해요소 없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있는, 모두가 접근 가능한
Barrier-free 도시를 만들고 싶은 엘비에스테크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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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소개 : 미션 & 비전

MISSION
Improve the mobility of 1 bill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10억 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VISION
누구든지 어디에나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Everywhere accessible to everyone

GOAL
장애인 활동반경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Provide the services to expand the radius of
activ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VALUE

함께하는
Relatable

건강한
Radiant

집요함
Resilience

4

01 기업 소개 : 연혁

창립기

성장기

성장기

도약기

글로벌 진출기

LBS TECH의 시작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정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정

교통약자 주력시장으로 도약

글로벌 교통약자 시장으로 도약

2017

2018

2019

2020

2021

· 엘비에스테크 설립
·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 수원 ICT 공모전 (경기도지사상)
· 유니버설 디자인 등록
· 2017 Echelon Asia Summit
· 참가
· 2017 TechCrunch Disrupt · Berlin 참가
· 2017 SLUSH Helsinki 참가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 G-MOC 앱스토어 출시

· 엘비에스테크 법인 설립
· 위치기반사업자 등록
· G-EYE 앱스토어 출시

· 범정부공공DB활용경진대회 대상
· (대통령상)
· 국방공공DB활용경진대회 대상
· (국방부장관상)
· 산업융합 해커톤대회 대상
· (산자부장관상)
· NPR WorldWide VR/AR
· 글로벌 개척단 - 영국, 상해
· 벤처기업 인증

· D-TECH 기술/디자인 공모전
· (최우수상)
· 기보벤처캠프 우수 참여기업선정
· 사회적기업가 육성창업팀 선정
· 우수기술기업 인증 (나이스디앤비)
· SW솔루션
· REHACARE International · Germany 참가

· Road Scanner 앱스토어 출시
· G-EYE Wheel 앱스토어 출시
· 세종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 실증 사업
· 2020 DATA-Global(데이터기업
· 해외진출 지원)사업
· 공공데이터 활용 BI 공모전
· (최우수상)
· 비콥(B-Corp) 인증

· G-EYE Low Vision 앱스토어 출시
· G-EYE Kiosk 앱스토어 출시
·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 베트남 호치민 현지 실증 사업
· 정보문화향상 표창 (행안부장관상)
· 하이서울기업 인증
· 특허 등록- 소셜 맵핑을 이용한
· 보행도로 데이터 획득 시스템 및 그
· 방법
· 특허 등록-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 보행도로 데이터 획득 방법 및 그
·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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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 소개 : 기업 스토리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부터 벤처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던 중,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고, 한국이 가진 가능성이나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충분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 때 사촌동생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촌동생이 중도 실명이라고 해서 완전한 실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파리의 센 강 앞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지는 알지만, 당장 내 눈 앞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더라고요.
동생 친구인 시각장애인이 콜택시를 타고 벌어진 일화를 들려주었는데요. 분명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씀드렸는데, 택시 기사님이 친구를 목적지에서 10m 떨어진 곳에 내려줬습니다. 목적지에 내리지 못한 친구는
3시간 동안 그 근처를 헤맸다고 해요. 뒤로 조금만 걸으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지만, 시각장애인 친구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죠. 만약 그 친구에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기나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얘길 들으면서 이건 꼭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Eastern Prime Univ. | Computer Science
UCLA | Biz Management
현대 자동차 | UX 컨설팅
LG Electronic | 비즈니스 프로세스 컨설팅 / BPO
삼성SDS | 시스템 개발/강의
Taylormade | 신규사업 , 제품 기획
BISIGN(USA) | 전략 컨설팅 / 시스템 컨설팅

비즈니스로서 이윤을 보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이를 해결하면
다른 비슷한 영역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쉽게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LBSTECH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부터 고령자까지 모두에게 정보 접근에 장애가 없는 무장애 도시
구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도 보편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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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소개 : 전맹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전맹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전맹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G-EYE+
G-EYE+는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특화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수집 데이터와 접근성 정보를 기반으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최적화된 보행로를 안내합니다. 정확한 방향정보와 입구정보를 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간단한 모션터치와 음성입력으로 건물 정보, 방향 정보, 현재
위치, 주변 시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위치
· 방향 정보
· 건물 정보
· 출입구 정보
· 보행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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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소개 : 서비스 개요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이용 플랫폼 서비스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내비게이션 서비스

G-EYE+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휠체어 내비게이션 서비스

G-EYE
Wheel

G-EYE
Low vision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

접근성 정보 수집을 위한
소셜맵핑 플랫폼 서비스

G-EYE
Kiosk

LBS TECH

Road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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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소개 : 저시력시각장애인보행 내비게이션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저시력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G-EYE Low Vision
G-EYE Low Vision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특화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수집 데이터와 접근성 정보를 기반으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최적화된 보행로를 안내합니다. 정확한 방향정보와 입구정보를 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앱 사용 환경에서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시설 정보 (카페,
편의점, 화장실,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에 빠르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위치
· 방향 정보
· 건물 정보
· 출입구 정보
· 보행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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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소개 :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시각장애인에 최적화된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서비스 G-EYE Kiosk
G-EYE Kiosk는 시각장애인에 최적화된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앱 사용 환경에서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주문 가능 매장
리스트와 접근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메뉴리스트를 확인하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장에 가지 않고도 사전에 비대면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합니다.
· 주문 가능 매장 리스트
· 매장 접근성 정보
· 메뉴 리스트
· 비대면 주문 서비스
· 비대면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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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소개 : 휠체어 내비게이션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휠체어 내비게이션 서비스 G-EYE Wheel
G-EYE Wheel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휠체어 이용자 보행경로 수집 데이터와 접근성 정보를 기반으로 휠체어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최적화된 이동경로를 안내합니다.
사용자 유형(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동반자 유무)에 따라 보행로 폭, 경사로를 고려하여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보행로로 안내하고, 건물 출입구 접근성 정보를 통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재 위치
· 건물 접근성 정보
· 휠체어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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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비스 소개 : 소셜맵핑 플랫폼

보행 장애물 정보와 접근성 정보 수집을 위한

소셜맵핑 플랫폼 Road Scanner
Road Scanner는 보행 장애물 정보와 접근성 정보 수집을 위한 소셜맵핑 플랫폼입니다.
불법주차, 경사로 등 기존의 지도에 없는 보행로의 실제 상태, 그리고 교통약자 건물 접근성
현황을 로드스캐너를 통해 수집합니다. 보행로상의 장애물과 건물 출입구를 촬영하고
지도에 표시하면서 함께 보행안전지도를 만들어가는 소셜맵핑 플랫폼입니다.
수집된 보행로 정보와 접근성 정보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보행정밀지도에 반영됩니다. 반영된 정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안내
서비스 G-EYE+와 G-EYE Low vision,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보행 안내 서비스 G-EYE
Wheel에서 제공되며, 접근성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 보행 장애물 정보 수집
· 접근성 정보 수집
· 출입구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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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경쟁력 : 사용자 중심의 개발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 리빙랩 (Living-lab)
사용자와 함께 하는 리빙랩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리빙랩은 사용자가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증테스트
구현까지 전과정에 사용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2년간 현장 조사와 데이터 수집, 사용성 테스트 및 인터뷰를 진행해온 결과,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정량적
대상지 조사 및
데이터 수집

25개월

정성적
사용자 설문

사용성 테스트

심층 인터뷰

총 테스트 기간

121명
설문 및 테스트 참가자
대상지 데이터 수집

정량적 설문지

실내 테스트

지체장애인 인터뷰

27곳
매장 및 인식 조사

사용자 대상 설문

실외 테스트

시각장애인 인터뷰

참여 기관 및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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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실증 사업 : 무장애 스마트시티 실증

엘비에스테크가 국가사업과 발 맞춰 나가는 이유

: 무장애 스마트시티 조성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내비게이션) 및 이용서비스(비대면 주문·결제) 실증을
진행함으로써 무장애 스마트시티 조성에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지속적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참여를 통해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이용권 향상을 목표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증사업 구역
비대면 주문결제
실증 지역

비대면 주문결제
실증 지역

사용성
테스트 진행
구간

1단계

2단계

스마트 리빙존

배움-일놀이 융합존

3단계
1단계

시각장애인 집결장소

친환경/에너지/엔터
테인먼트 융합존

디지털문화융합
커뮤니티존

시각장애인 이동권 개선

실증사업
실증사업
구역 구역

마곡 스마트시티

시각장애인 이용권 개선

세종 스마트시티

지체장애인 이동권 개선

성남 스마트시티

교통약자 이용권 개선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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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발전 방향 : 마일스톤

시각장애인에서 시작해 교통약자까지,
무장애(Barrier-free) 스마트시티를 향한 여정
시각장애인 이동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거쳐,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 접근 가능한 무장애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문제 해결과 동시에 향유의 주체가 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Version

v1.0.0

v2.0.0

v3.0.0

v4.0.0

이름

G-Moc

G-EYE ( Global )

G-EYE ( Global )

무장애 스마트시티

기능

Navigation / 이동

+ Order / 이용

+ Environment / 환경

+ Barrier Free City / 무장애도시

서비스대상

시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교통약자

핵심

입출력 음성/진동대상

사용자 경험 데이터

정밀 지도

무장애 통합서비스

중심

면단위분석

관제 시스템 결제

실시간 외부 정보 연동

외부 서비스 연동

2019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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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where Accessible to Everyone

Barrier-f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