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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韓 모바일 사용자 노린 악성 앱 발견…위치·통화내역 등 모든 정보 수집
▶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맥아피 "모바일 보안의식 가져야"
• 최근 앱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악성 앱이 발견됐으며, 한국인을 타겟으로 한 이 앱은 보안
소프트웨어(SW)로 위장해 사용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음. 현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되었고
글로벌 보안기업 ‘맥아피’는 모바일 멀웨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함
- 맥아피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안 SW로 위장한 스파이웨어 앱이 발견됐으며
‘모크하오(MoqHao)’라는 명칭을 한 이 앱은 한국인을 타겟으로 했음. 이 앱은 정부에서 만든 보안 SW로
위장, 모바일 보안성을 향상시킨다고 거짓 홍보를 함
- 스파이웨어란 스파이(Spy)와 SW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악성코드를
말하며, 이번에 발견된 스파이웨어 앱은 모바일 멀웨어의 일종으로서 구글 조차도 이 앱이 스파이웨어의
일종인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맥아피’ 측이 전함
- 게리 데이비스 에반젤리스트는 “모크하오는 설치 후 위치정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온라인 쇼핑 내역
등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추적한다”며 “이번 앱의 경우 워낙 잘 만들어져서, 구글에서도 한동안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설명함. 국내 사용자들이 얼마나 다운로드했는지, 피해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음
• 한편 맥아피는 5세대(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사이버 공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게리
에반젤리스트는 “초저지연이 특징인 5G가 상용화될 경우, 해커들의 데이터 탈취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며 “이제는 공격 대상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출처
• 디지털데일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86116 (2019.09.24.)

법‧제도
중국의 포이즌 카프, 티베트 장로들 감시하려 모바일 공격
▶ 왓츠앱 통해 운동가, 기자 등으로 위장해 접근...피해자들에게 악성 링크 전송
• 포이즌 카프(POISON CARP)라고 알려진 해킹 단체가 ‘왓츠앱’을 통해 티베트 커뮤니티의 장로급 되는
인물들을 6개월 동안 염탐해온 사실이 밝혀짐
- 공격자와 피해자들은 왓츠앱 메시지를 여러 차례 교환했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 공격자들은 링크를 전송, 의심을
못한 피해자들은 이를 눌렀고(iOS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동시에 스파이웨어가 시스템에 설치됨
- 이 중 iOS 익스플로잇과 스파이웨어는 얼마 전 위구르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서도 발견된 바 있지만
안드로이드 스파이웨어 키트는 이전에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티베트의
CERT팀(TibCERT)은 이 공격은 2018년 11월에 처음 발견했으며, “당시 티베트 공동체의 연장자들에게
갑작스런 ‘왓츠앱’ 메시지들이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함
- 위치 정보, 연락처, 통화 히스토리, 문자 히스토리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전송하는 공격이 이어졌으며, 바이버(Viber), 복서(Voxer), 텔레그래프(Telegraph), 지메일(Gmail),
트위터(Twitter), 큐큐메일(QQMail), 왓츠앱(WhatsApp) 등이 주요 표적이 됨
• 시티즌랩은 “이전에 구글 프로젝트 제로(Google Project Zero) 팀과 보안 업체 볼렉시티(Volexity)가 상세히 공개한 익스플로잇,
스파이웨어, 공격 인프라가 이번 캠페인에서 발견됐다”고 하며, “따라서 배후에 전부 같은 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함
출처
• 보안뉴스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3259&kind=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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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KT, 국내 최초 '전기이륜차' 관제 서비스 상용화 돌입
▶ 보급 확대 및 EV 모빌리티 활성화 기대… 배터리 공유 등 사업영역 확대 예정
• KT가 국내 최초로 전기이륜차 관제 서비스를 선보이며, 지난 5월 대림오토바이(대표 윤준원)와 체결한 ‘EV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로 전기이륜차 관제 서비스를 상용화 한다고 24일 밝혀
- 전기이륜차 관제 서비스는 대림오토바이의 전기이륜차 ‘재피플러스’와 향후 출시 예정모델인 'EM-1'에
KT의 커넥티드카 플랫폼 GiGA Drive를 전기이륜차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 결합한 서비스로 전기이륜차의
위치 정보, 배터리 상태, 운행 현황 등을 전기이륜차 라이더 및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으로 배달업체나 렌털업체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이륜차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함
- 전기이륜차 라이더는 모바일 앱을 통해 주행거리, 배터리 잔량 및 예상 충전시간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앱에서 제공하는 소모품 리스트, 교체주기 정보를 통해 정기적인 소모품 관리를 할 수 있음.
운행 중 장애 발생 시에는 인근 정비소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 중인 이륜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KT 커넥티드카 비즈센터장 최강림 상무는 “국내 최초 전기이륜차 관제 서비스가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인
전기이륜차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 서비스, 보험연계 서비스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 노력을 통해 EV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혀
출처
• 에너지데일리 :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47 (2019.09.24.)

서비스
서울 택시 ‘앱미터기’ 도입.. 부당요금 근절 가능
▶ 서울 택시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기반한 '앱미터기' 올해 도입
• 서울 택시는 192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계작동(바퀴회전수) 택시미터기 대신 디지털방식의 미터기로
탈바꿈할 예정.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티머니와 함께 GPS에 기반한 서울형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했으며, 이 기기는
위치 정보와 내장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함.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에 티머니사와 법인조합이 신청, 임시허가가 받아들여졌음
- 시는 10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앱미터기’ 요금 산정의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7000대 규모의 일반택시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
-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 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하고,
요금조정시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기간 소요(1개월), 개정 과정에서의 택시
줄서기와 교통 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 또한 ‘앱미터기’는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으로 주행 정보, 할증 여부 등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어 부당한 요금 부과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요금 자동할증 기능도 적용돼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음
• 최강림 KT 커넥티드카 비즈센터장은 “KT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는 전기차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 한강타임즈 :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60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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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LG유플러스, 스마트교통 기술개발 박차]〈상〉자율주행 안전성 극대화
▶ 센티미터까지 위치정보 확인 고정밀 측위, 이달 서비스
• LG유플러스는 5G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고정밀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며,
RTK는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정보를 정교하게 파악, 경미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자율주행 핵심 기술임
- LG유플러스는 7월 RTK 기술을 내부 클라우드에 적용,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자율주행차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위성 정보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RTK에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의 수가
많을수록 오차가 줄어 정확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며, 구축한 RTK 서버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에서 제공하는 가용 가능한 모든 위성을 지원함. 터널이나 교각 아래와 같이 수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측위가 가능하도록 관성측정센서(IMU)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DR(Dead Reckoning)
기능을 테스트 중이며, 연말까지 고속도로, 도심지, 터널 등에서 실증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
- LG유플러스는 RTK 기술이 '전방 10m 우회전' 안내가 전방 5m, 1m, 때에 따라 ㎝ 단위까지 구분하는 정밀 안내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좌회전 혹은 우회전 진입 지점을 찰나의 순간으로 놓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 LG유플러스 관계자는 “RTK는 다이내믹 정밀지도, 관제센터,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센터 등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밑바탕”이라며 “특히 5G 통신망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C-ITS) 구축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함.
출처
• 전자신문 : http://www.etnews.com/20190925000136 (2019.09.25.)

기술
5G 혁신 의료 시장 열린다…통신3사 B2B 선점 각축
▶ 5G 시대, 실시간 원격의료를 비롯한 디지털 의료 꽃필 것으로 전망
• 9월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전국 주요 병원과 손잡고 5G 환경의 혁신 의료 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음. 5G 통신망을 구축해 디지털화하는 것을 1차 목표, 나아가 5G 기반 원격 의료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게 2차 목표임
- (SKT, AR·VR·홀로그램으로 병원환경 고도화) 오는 2020년 개원하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5G 디지털
혁신병원’으로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지난 4월 체결하였고, 향후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AI, AR,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병원 내 대거 적용할 방침. SK텔레콤 음성인식 스피커 ‘누구(NUGU)’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주변 기기를 조작하거나 위급상황 시 간호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활용 예정이며 병원 내 위치 측위와
3D 매핑을 통한 AR 내비게이션, 격리병동 환자를 홀로그램으로 병문안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적용예정
- (KT, 5G로 의료진 간 협진 지원) 9월 24일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5G 기반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힘. 5G를 통해 의료진 간 진료 협업과
치료정보 확인 등을 실시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
- (LGU+, 5G+AI 스마트병원 AI-EMC 구축) 을지 재단과 2021년 ‘5G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병원(AI-EMC)’을 개관할
예정. 9월 10일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병원 공간 설계 단계부터 5G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하고 향후엔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로봇 서비스를 고도화해 의료 현장에 활용예정. AI-EMC에는 정밀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AI 솔루션, 의료진 위치기반 솔루션이 적용될 예정. 또한 실감형 원격 면회를 가능하게 하는 VR
병문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VR 힐링, 사물인터넷(IoT) 병실을 만들어 편리한 병원 환경을 구축할 계획
출처
• 디지털데일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86149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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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위치정보산업 언론보도 요약본
No. 구분

국가

1

국내

2

국내

제목
§

韓 모바일 사용자 노린 악성 앱 발견…위치·통화내역
등 모든 정보 수집

- [관련 뉴스] "허술한 IoT 보안, 사이버 위협을 현실 위험으로"

출처

날짜

디지털데일리 19.09.24

지디넷코리아 19.09.24

법·제도
3

티베트 §

4

국내

5

국내

6

국내

중국의 포이즌 카프, 티베트 장로들 감시하려 모바일 공격

- [관련 뉴스] 홍콩 시위대가 쇠톱으로 ‘스마트 가로등’ 잘라낸 이유는?

§

KT, 국내 최초 '전기이륜차' 관제 서비스 상용화 돌입

- [관련 뉴스]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 박차"

보안뉴스

19.09.26

한국일보

19.09.12

에너지데일리

19.09.24

스포츠한국

19.09.30

한강타임즈

19.09.26

서비스
7

국내

8

국내

9

국내

10

국내

§

서울 택시 ‘앱미터기’ 도입.. 부당요금 근절 가능

- [관련 뉴스] '차량운행일지 자동화 솔루션' 카택스, 가입자 7만 돌파...
도입 기업들 "유류비 절감 효과"

§

[LG유플러스, 스마트교통 기술개발 박차]〈상〉자율주행
안전성 극대화

- [관련 뉴스] 세종시,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도시 ‘시동’

녹색경제신문 19.07.30

전자신문

19.09.25

굿모닝충청

19.09.30

디지털데일리

19.09.25

에이빙뉴스

19.09.30

기술
11

국내

12

국내

§

5G 혁신 의료 시장 열린다…통신3사 B2B 선점 각축

- [관련 뉴스] [KVRF 2019] 익스트리플, 5G 확장현실 기반 제조현장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으로 스마트팩토리 생산성, 효율성 높이는 '메타뷰리모트' 선보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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