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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퀄컴 창업자 "지역별 개방형 IoT 네트워크 구축해야"
▶ 중앙통제식 통신, 허점 많아, 분산 구축해 민‧관 협력하면 제한사항 극복 가능
• 원혜영·정갑윤 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주관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향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정갑윤 의원은 IoT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회·제도적 제한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음
-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적인 통신 반도체 기업 퀄컴을 공동창업했던 알렌 살마시(Allen Salmasi) 비아(Veea) 대표이사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로컬 메쉬 네트워크(Local Mesh Network)를 구성하는 IoT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함
-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방식은 개별 IoT 디바이스와 중앙통제센터 간 5G을 통해 직접적인 통신이
이뤄졌으나, 기존 방식을 탈피해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여러 개의 IoT 디바이스 간에 통신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IoT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중앙통제센터를 거치지 않고 로컬 단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 "지방자치단체에서 IoT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다양한 앱 사업을 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며 "IoT 플랫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개방형으로 제공해 앱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배출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내다봄
•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oT 사업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IoT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CCTV 정보나 카드
사용기록 등의 정보를 위치정보의 개념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출처
• 정보통신신문 :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99 (2019.08.27.)

법‧제도
카카오 GPS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통과
▶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GPS 기반 앱미터기'를 포함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히고, 이번 심의위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했음
- 심의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해 3·4분기 내 완료토록 권고했으며, 3·4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함
- 이는 지난 7월 제4차 심의위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와 함께 진행 예정
- 또 다른 처리 안건으로 LG유플러스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됐으며,
심의위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 조건을 달았음
출처
• 파이낸셜뉴스 : http://www.fnnews.com/news/201908211822158486 (2019.08.21.)

03

2019년 8월 2호│Weekly Trend

서비스
KT, 아프리카 가나에 감염병 관리 플랫폼 전파
▶ ‘GEEP가나’ 서비스 개시‧‧‧휴대전화 위치정보 기반 감염병 정보 전달
• KT가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을 서아프리카 주요 허브 국가인 가나에서 최초로 서비스하며
지난 14일(현지시간) 가나 수도 아크라의 아크라시티 호텔에서 가나 보건청과 ‘GEPP 가나’ 출시 행사를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혀음
- ‘GEPP’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감염병 정보를 파악해 각국 보건당국 및 개인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이며, 가나 국민들이 스마트폰에 GEPP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개발한 서비스이며, ‘GEPP 퍼블릭’, ‘GEPP 클리닉’, ‘GEPP Gov’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GEPP 퍼블릭)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나 국내 또는 해외 특정 국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감염위험을 알림
- (GEPP 클리닉) 감염병 발생 시 실시간으로 보건소에 증상을 보고하고 근처 병원정보 및 위치검색 기능을 제공
- 가나 보건당국은 최근 아프리카에서 발병 중인 에볼라, 콜레라, 말라리아 등 다양한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사장은 “체계화된 보건 빅데이터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해 아프리카
가나 국민들이 동등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KT는 다양한 기술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장벽을 초월해서 인류 공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혀음
출처
• 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1810062731785 (2019.08.18.)

서비스
차량공유 그랩 "베트남에 수억달러 투자"
▶ 이용자 1.6억명…동남아 1위 업체
•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밍 마아 그랩 회장의 말을 인용해 “인도네시아와 같이 베트남의 많은 중산층
및 젊은 소비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그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베트남
사업의 성장을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로이터는 “8개국에 걸쳐 1억6,000만명 이상의 모바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랩이 차세대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등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앞서 인도네시아 투자를 한 것처럼 베트남에 대한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함. 이날 마아 회장은 베트남은 그랩의 최대 시장 가운데 3~4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
• 앞서 그랩은 소프트뱅크와 함께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에 20억달러(2조3,59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랩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반 교통망을 구축하고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지오매핑(geo-mapping)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 제2 본부를 설치하고 석 달 안에 ‘e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함
• 지난 2012년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그랩은 지난해 3월 세계적 승차공유 업체인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하면서 동남아 1위 업체로 우뚝 섰음
출처
•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N4DIFUTA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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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국판 GPS망, 세계 130개국서 미국 압도…中 우주굴기 '착착'
▶ 세계 3분의 2 국가 상공에서 가장 많이 가동
• 중국이 미국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GPS·위성항법장치)에 대응해 개발한
중국판 GPS 위성이 작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3분의 2가 넘는 국가의 상공에서 가장 많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
- 니혼게이자이는 미국 유수의 수신기 메이커 트림블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궤도 데이터를 토대로 어느
국가의 위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분석했으며, 중국은 작년에 한꺼번에 베이더우 위성 18기를 쏘아
올려 올해 6월 말 현재 가동 중인 위성이 35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미국 GPS의 31기 보다
많으며 EU의 위성은 22기, 러시아는 24기, 일본은 4기, 인도는 6기로 파악됨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가 베이더우 위성 이용을 촉진하는 강력한 무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일대일로에 참가하고 있는 137개국 중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00개국에서 베이더우의 관측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짐
- 파키스탄은 군대 위치확인 시스템에 베이더우를 도입하는 등 아프리카를 포함, 30개국 이상이 이미
베이더우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에서 베이더우가 표준으로
채택되면 중국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됨
• 미국 GPS 등은 지상으로 신호를 보내기만 하고 수신한 단말기의 위치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베이더우는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기능이 사이버 공격 등에 악용될 것을 우려
출처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0055100073?input=1195m (2019.08.20.)

기술
네이버, "AI·음성·문자인식기술로 소상공인-사용자 연결"
▶ 예약부터 위치 정보 안내까지, AI 전화 예약 기술 ‘AI Call’
• 네이버가 사내 독립기업(CIC) ‘글레이스(Glace)’를 통해 사용자와 지역 소상공인 연결을 지향하고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본질에 집중한 매장 운영 돕기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음. ‘글레이스’는 이날 ▲인공지능 전화 예약 기술 ‘AI Call(가칭)’
▲사업자 등록증 문자인식(OCR) 기술 ▲테이블주문 서비스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도구를 공개함
- 이 대표는 인공지능 전화 예약 기술 ‘에이아이콜(AI Call)’을 공개하여 현장에서 시연하였고, 이는 식당에 전화를
건 고객을 상대로 인간처럼 대화하며 예약을 잡아주는 서비스임.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ARS로,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음성 합성 기술 등 최고 수준의 네이버 AI 기술을 결합시켜 구현한 것이 특징
• 네이버 클로바(Clova)의 음성인식기술(CSR, Clova Speech Recognition) 탑재
- 클로바는 고객의 음성데이터로부터 문자를 추출하고, 자연어 처리(NLP)와 대화엔진으로 문의 의도를 이해한 후 사업주가
등록한 ‘스마트플레이스’ 정보 중 고객이 원하는 정답형 정보를 찾아 자연어 처리해 음성합성기술(CSS, Clova Speech
Synthesis)을 거쳐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고객에게 전달되며, 이 모든 과정을 0.2초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 가능함
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08271619231724bf45d5d5ea_1&md=20190827164357_M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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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위치정보산업 언론보도 요약본
No. 구분

국가

1

국내

2

국내

제목
§

퀄컴 창업자 "지역별 개방형 IoT 네트워크 구축해야"

- [관련 뉴스] 4차 산업혁명 핵심 공공데이터 개방

출처

날짜

정보통신신문 19.08.27

환경일보

19.08.28

법·제도
3

글로벌 §

4

국내

5

국내

6

국내

카카오 GPS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통과

- [관련 뉴스] 택시 앱미터기 대중화…정부, '신뢰도' 방점 기준 마련

§

KT, 아프리카 가나에 감염병 관리 플랫폼 전파

- [관련 뉴스] 농업·농촌분야 5G 기술 접목 기술지원 강화·규제완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19.08.21

전자신문

19.08.28

머니투데이

19.08.18

농수축산신문 19.08.13

서비스
7

미국

8

국내

9

국내

10

국내

§

차량공유 그랩 "베트남에 수억달러 투자"

- [관련 뉴스] "작년 차량공유 시장 투자액 425억달러…전년比 200%↑“

§

중국판 GPS망, 세계 130개국서 미국 압도…中 우주굴기 '착착'

- [관련 뉴스] 日, 중·러 군사위성 무력화하는 '방해 위성' 발사 추진

서울경제

19.08.26

파이낸셜뉴스 19.08.27

연합뉴스

19.08.20

조선일보

19.08.20

기술
11

국내

12

국내

§

네이버, "AI·음성·문자인식기술로 소상공인-사용자 연결" 글로벌이코노믹 19.08.27

- [관련 뉴스] 中바이두, AI 스피커 구글 제치고 2위 올라

06

이코노믹리뷰 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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