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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사우디 드론테러 불똥에 '규제완화' 공든탑 무너질라"…산업계 우려↑
▶ 사우디 드론테러, 국내 보안업계 중심 '규제강화론' 불당겨
• 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무인기(드론) 테러를 기점으로 일각에선 드론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업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선 그동안 공들여온 드론 관련 규제완화 기조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중
- 17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우디에서 드론을 이용한 석유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내에서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민간용 드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요즘 일반인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가 못지않은 정보력으로 드론의 기능 및 성능, 무게 등을 수시로 튜닝,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국내에서도 사우디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악의를 가진 모방범죄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함
- 이에 드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 및 통계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안전관리
제도의 세분화를 추진하고, 드론 기체 신고 대상 확대 및 사고통계 DB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
• 규제사슬로 최근 세계적인 대안 비지니스로 부상한 드론 등 혁신적인 분야로 진출을 막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가 그나마 드론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7대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 ‘코’를 빠트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동하고 있음
- 재계는 관련 규제완화 주장 기조에 이번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경제단체 관계자는 “드론 업계가 아직 영세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번 일과 별개로 대기업들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신산업인 드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 브릿지경제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917010005402 (2019.09.17.)

법‧제도
스마트기기로 유출된 사용자 트래픽 정보, 맞춤형 광고에 쓰여
▶ 美·英 연구진, 스마트 기기 사용자 트래픽 정보 유출 확인
• 스마트 기기가 사용자의 트래픽 정보를 유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IP주소, 위치정보와 같은 정보가
글로벌 콘텐츠 및 기술업체, 광고주에 전달되었고 이 정보는 주로 맞춤 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됨
-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노스이스턴 대학교’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소비자용 사물
인터넷(IoT) 기기의 정보 유출’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보도하였음. 연구는 미국과 영국의 연구소에서
스마트 기기 81개를 정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3만 4586건의 실험이 이루어짐
- 가전회사의 스마트TV, ‘로쿠(Roku)’와 ‘아마존파이어티비(Amazon Fire TV)’가 사용자의 IP주소와 위치
정보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 넷플릭스와 광고주에 전달됐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사용자가 넷플릭스 계정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했음. 또한 스피커와 카메라 등 다른 기기도 사용자 정보를
‘스포티파이’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십 개 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됨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미국 가정의 68%가 스마트TV 및 연결 기기를 보유했으며,
업계관계자는 이 같은 장치의 대부분이 콘텐츠 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청 기록을 추적한 뒤 맞춤 광고를 설정한다고 밝혀
• AI(인공지능) 스피커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AI 스피커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전 사용자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으며. 박 의원은 "개인정보는 기업이 아닌 이용자 개인의 것"이라며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음
출처
• IT조선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2469.html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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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바다에서 사고나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위치정보 파악
▶ 행안부·해경청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 개시
•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8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음
- 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사고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위도·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기존에는 해상안전 앱 '해로드'(海Road)를 이용하거나 통신 기지국·와이파이 접점 등을 통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글로벌위치시스템(GPS)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해양사고 위치를 파악했으나, 해로드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과 통신 기지국을 통해 GPS 신호를 찾는 것은 간접적 방식이어서 위치 확인에
실패하거나 위치정보가 실제 사고위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 알뜰폰 사용자는 위치 확인을 할 수 없었음
-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여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통신사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 할 수 있고, 해로드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음
•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해양사고는 구조 '골든타임'이 짧아 신속하게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직결된다"며 "이번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사고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
출처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6055400004?input=1195m (2019.09.16.)

서비스
KT-현대자동차, 전기버스 활성화 공동 추진
▶ 실시간 차량 위치, 운행정보 분석‧관리하는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KT는 실시간 차량 위치, 차량 운행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차량 통합관리서비스(FMS, Fleet Management
System)를 전기차량(EV)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고, 이를 현대자동차의 상용 전기버스에 공급한다고 16일 밝혀
- 현대자동차 전기버스에 적용되는 KT의 커넥티드카 플랫폼은 시내버스로 활용되고 있는 전기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하였고 전기버스 내에 설치된 커넥티드카 단말을 통해 전기버스의
기본 점검 항목인 배터리 충전 현황, 배터리 상태, 주행 가능거리가 실시간으로 관제 시스템에 연동되도록 설계함
- KT 전기버스 전용 커넥티드카 플랫폼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14대에 적용 완료됐으며, 차량관제
시스템은 시내버스 운영회사 및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운영부서에 홈페이지 형태로 실시간 제공되며 연말까지
전기버스 전용 커넥티드카 플랫폼이 적용된 시내버스를 기존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전 등 전국으로 확장 적용할 계획임
- KT와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미래형 친환경 전기차량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전기차량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KT는 현대자동차의 전기트럭 등 새로운 라인업에
최적화된 차량 통신용 디바이스와 커넥티드카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임
• 최강림 KT 커넥티드카 비즈센터장은 “KT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
으로 주목 받는 전기차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 테크M :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6987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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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GPS 없이 터널·주차장도 척척'…카카오, 세계 최초 LTE 내비게이션 연말 출시
▶ 산간지역 터널·주차장 등에서도 정밀 측위 가능
•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택진 박사 연구팀과 공동연구하는 LTE 기반 측위기술을 이르면
올 연말 자사의 내비게이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음. LTE 내비게이션은 위치정보시스템
(GPS)으로는 구동되지 않았던 산간지역, 주차장 등에서도 차량을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LTE 기반 측위기술은 LTE 신호에 대한 지도를 미리 구축한 뒤, 사용자 스마트폰의 LTE 신호 패턴을 비교 분석해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에도 LTE 기반 측위기술은 존재했으나 위치의 정확도가 낮아 거의 활용되지 않았음.
카카오모빌리티는 신호 패턴 분석을 통해 LTE 기술을 이용해 정확한 측위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끌어 올림
-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LTE 기반 측위 기술이 도입되면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터널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갈림길을 안내 받을 수 있고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면 지하주차장 몇 층에 나의 차량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주차장 안에서도 길안내가 가능진다"고 설명함. 자사의 플랫폼택시 '웨이고블루'와 고급택시
'카카오블랙'과 앞으로 출시 예정인 '라이언택시' 등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예정
- 아울러 향후 자율주행차가 모빌리티시장에 도입됐을 때 고도화된 LTE 측위기술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모빌리티시장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정확한 측위기술과 같은 이동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자율주행차 서비스에도 이러한 핵심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 일환
으로 LG유플러스와 이달 중 협약을 맺고 LG유플러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LTE 측위기술을 적용할 예정
출처
• 헤럴드경제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16000915 (2019.09.17.)

기술
로데 슈바르즈, LBS 솔루션 공급 발표...스냅드래곤 X55 5G 모뎀 기반의 5G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
▶ 5G NR 단말의 위치기반 서비스 검증용 측정 솔루션 공급
• 이동 통신 산업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Test & Measurement 솔루션 제조사인 Rohde & Schwarz(로데 슈바르즈)는
5G NR 단말의 위치기반 서비스(LBS : Location Based Services)를 검증하는 측정 솔루션을 공급할 것으로 발표함
- 위치 결정 기술(Location Determination Technology)은 오늘날의 상용 이동통신 단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화 되어 가는 서비스들은 5G 네트워크에서의 LBS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음. 또한 L5대역의 GPS나 갈릴레오와 같은 신규 위성을 통한 위치정보 서비스의 제공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단말의 LBS 성능을 출시 이전에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로데 슈바르즈는 Qualcomm Incorporated의 자회사인 Qualcomm Technologies와 협력으로 세계 최초의 5G NR
A-GPS의 테스트 세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알렸고, 이번 협력으로 Qualcomm Snapdragon X55 5G 모뎀과
Qualcomm의 RF Front End 솔루션으로 구성된 5G NR 단말을 이용해 A-GPS control plane의 LPP 테스트 세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음. 단말은 성공적으로 5G NSA 연결을 진행했으며 3GPP 요구 사항에 따른 GPS 수신을 진행함
• 로데슈바르즈에서 테스트를 담당하는 Bryan Helmick은 “우리의 목표는 현재의 단말뿐 아니라 5G NR과 같은 차세대
단말에 필요한 LBS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연한 시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퀄컴테크놀로지스의 협력으로 진행된 LBS 시스템의 검증은 5G NR 상용 서비스의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90916000045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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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위치정보산업 언론보도 요약본
No. 구분

국가

1

국내

2

국내

제목
§

"사우디 드론테러 불똥에 '규제완화' 공든탑 무너질라"…산업계 우려↑

- [관련 뉴스] [총리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
시도(공간정보진흥과)

출처

날짜

브릿지경제

19.09.17

국토교통부

19.09.19

IT조선

19.09.18

데이터넷

19.09.16

연합뉴스

19.09.16

법·제도
3

글로벌 §

4

국내

5

국내

6

국내

스마트기기로 유출된 사용자 트래픽 정보, 맞춤형 광고에 쓰여

- [관련 뉴스] [IoT 보안③] 인증·연결도 ‘보안’이 기본

§

바다에서 사고나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위치정보 파악

- [관련 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IoT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착수

M이코노미뉴스 19.09.18

서비스
7

미국

8

국내

9

국내

10

국내

§

KT-현대자동차, 전기버스 활성화 공동 추진

- [관련 뉴스] 카카오맵, 국내 최초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 시작

§

'GPS 없이 터널·주차장도 척척'…카카오, 세계 최초 LTE
내비게이션 연말 출시

- [관련 뉴스] 켐에쎈, LTE 기반 드론 공연 특화 아트 플랫폼 '로퍼 아트' 출시

테크M

19.09.16

아시아투데이 19.09.09

헤럴드 경제

19.09.17

연합뉴스

19.09.06

전자신문

19.09.16

Korea IT times

19.09.15

기술
11

국내

12

국내

§

로데 슈바르즈, LBS 솔루션 공급 발표...스냅드래곤 X55
5G 모뎀 기반의 5G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

- [관련 뉴스]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5G 스마트 교통’ 서비스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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