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내 동향자료

1. 11월 넷째 주

1) 2019년 ICT 핵심은 블록체인, 엣지컴퓨팅, 5G 그리고 중국

2019년이 오고 있다. 

0과 1의 디지털 관점에서 보자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디지털 

세상 속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2018년과 2019년의 경계 유무는 크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변화의 빠른 물결 속에서 경계에 놓인 변화의 이정표

를 확인해야만 노저어 갈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떠밀려 흘러가

지 않으려면 말이다. 

지난 7일, 과기정통부는 ‘ICT 산업전망컨퍼런스’를 통해 2019년의 디지털 

세상 이정표 10가지를 발표했다. 블록체인, 5G 등 기존의 이슈가 확대되거

나 응용되는 한편, 남북 및 중국 ICT 등 새로이 주목할 분야도 생겨났다.

생활 속에서 만나 블록체인

지난 1년간 IT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블록체인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은 파생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인해 금융 거래 

및 보안에만 주목받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비금융 분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예산 배정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18년 90억 원 수준이었던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19년에는 약 450

억 원에 달한다. 약 5배가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블

록체인 기술 개발 분야에 총 2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생활 내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서비스는 점

차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KISA가 주도하여 진행 중인 6개 공공 블록체

인 사업은 ▲ 개인통관(관세청) ▲ 축산물 이력관리(농림축산식품부) ▲

간편한 부동산 거래(국토교통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외교부) ▲해운물류(해양수산부) 분야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 전 부처로 

확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과 함께, 컴퓨팅 분야에서도 한 단계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

측된다. 바로 엣지 컴퓨팅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AI 반도체 등장이다.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미래, 엣지 컴퓨팅과 AI 반도체

IT기기의 확산은 데이터 급증으로 이어졌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클라

우드와 데이터센터 환경이 구축됐다. 그러나 동시에 네트워크 과부하를 

불러오게 된다. 이 같이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혹은 기

기와 근접 통신이 가능한 소규모 데이터센터에 AI 반도체를 주입하고 

컴퓨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글로벌 IT기업은 전략적으로 엣지컴퓨팅을 위한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활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MS의 브레인웨이브(Brainwave)와 구

글의 TPU(Tensor Processing Unit)가 있다.

이러한 엣지컴퓨팅와 AI반도체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융합 보안 

등 산업 전 분야의 자동화 · 지능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LG전자의 스마트시티 진출 선언, AI 기술력을 가진 SK텔레콤의 SK인포

섹 인수 등 협업과 통합의 움직임도 AI와 컴퓨팅이라는 모두 하나의 흐

름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19년을 기점으로 로봇 자동화 기술 도입도 빨라질 것으로 예

상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종업원 1만 명 이

상 대기업의 85%가 RPA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드디어 5G가 온다

2019년에는 5G 서비스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이면 5G 

스마트폰 단말기가 공식적으로 출시되면서 공식 상용화되고, 하반기까

지 점차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5G 기반 네트워크 기술이 각 산업에 영향을 주는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계산했을 때 2030년이면 47조8000억원 규모에 달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LG유플러스) 

등 5G 통신 장비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했다. 

정부 또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중심으로 ‘5G 플러스’라는 명

칭의 전략 수립 협의체를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5G 플러스’에서

는 디바이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등 5G와 관련된 

전략과 대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5G 플러스’라는 명칭의 5G 전략 수립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과기정통부)

더불어 2019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등 새로운 디바이스도 대거 등장해 



디지털 생태계가 또 한 번 꿈틀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 사장은 미국 샌프란시스

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무조건 출시한다”고 공언했으며, LG전자 역시 내년 1월 CES 

2019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애플 또한 2020년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을 전망이다. 뱅

크오브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2020년에 

출시하기 위해 아시아 생산 업체와 협의 중이다. 

중국의 ICT 궐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2019년에는 ICT 규제개혁, 남북한 교류협력, 친환경 ICT, 중국의 ICT 궐

기가 떠오르는 이슈로 꼽혔다.

무엇보다 중국의 궐기가 가장 눈에 띈다. 알리바바를 필두로 한 중국 ICT 

기술력 부상은 이제 제조중심 IT 후진국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일

례로, 광군제 할인행사는 중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 11일 시작된 광군제는 24시간 만에 약 34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만큼 사용자가 몰렸으나, 사이트 마비는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접속 

위치 또한 중국만이 아닌,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접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도 없었다. 트래픽 관리는 물론, 결제 및 

서버 영역의 기술이 이미 세계 수준급임을 과시한 셈이다. 

게다가 주요 결제 수단인 알리페이 사용자 절반 이상이 지문과 안면인

식을 활용해 보안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증명했다.

광군제를 이끈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 B2B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운영체제 등 각 영역에서 구글, MS 

등과 겨루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중국의 ICT 궐기를 우려했다.

더불어 2019년에는 그동안 각종 법령으로 인해 신사업을 펼치지 못했

던 스타트업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안 통과로 관련 서비스를 내

놓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 정치적 교류 확대 움직임은 ICT 영역에서

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네트워크 등 낙후된 북한의 ICT 인프라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전망이다.

석대건 기자

출처 2018.11.13.(화)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588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588


2) 입사지원 메일 사칭한 최신 ‘갠드크랩’ 랜섬웨어 확산 주의보

입사지원서를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최신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유

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스트시큐리티(대표 정상원)는 지난 15일 오후부터 ‘갠드크랩

(GandCrab) 랜섬웨어 5.0.4’ 버전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정황을 자사의 악성코드 위협 대응 솔루션 ‘쓰렛인사

이드(Threat Inside)’를 통해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갠드크랩 랜섬웨어는 최근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포되고 있는 랜

섬웨어 종류 중 하나로, 이번에 발견된 5.0.4 버전은 기업에서 가장 많

이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MS워드의 매크로 기능을 악용해 공

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악성매크로를 포함한 문서 화면 예시

MS 워드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기능은 문서 작성 중 반복적인 동작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록된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해 문서 편집의 효율



성을 높여주는 기능이다. 갠드크랩 5.0.4 버전은 악성 워드 문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사용자가 첨부된 파일을 

열람 후 매크로 활성화를 허용하면 자동으로 랜섬웨어가 설치되는 공

격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이메일에 첨부된 악성 워드 문서 파일은 특정 개인 정보가 담긴 

입사지원서를 사칭하고 있어, 업무상 지원서를 접수하고 열어본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이 무심코 파일을 실행해 랜섬웨어에 감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이하 ESRC)는 이번 갠드크랩 5.0.4 

버전은 2018년 11월 15일 오전에 한국어 기반의 환경에서 제작됐고, 제

작된 악성 문서의 VBA 매크로 코드는 분석을 방해하기 위해 대부분 난

독화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SRC의 악성 파일 분석 결과, 첨부된 MS워드 문서를 실행하면 워드파

일의 버전 차이로 내용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콘텐츠 사용’, ‘편

집 사용’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안내가 보여진다. 이는 MS워드

의 보안 경고를 회피해 공격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매크로 기능이 실행

되도록 유인하는 문구로, 만약 사용자가 ‘콘텐츠 사용’, ‘편집 사

용’ 버튼을 클릭하면 그 즉시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PC가 설치되고 사

용자 PC에 저장된 주요 파일을 암호화한다.

이후 공격자는 PC에 생성된 'CRRILRPP-DECRYPT.txt' 랜섬노트 파일 

안내를 통해, 복호화(암호화 해제)를 위해서 토르(Tor) 브라우저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것을 요구한다. 토르 브라우저는 일반적인 포털사이트

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인 ‘딥웹(Deep Web)’에 접속이 가능

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공격자가 안내한 사이트에 접속

하면 복호화를 대가로 암호화폐(가상화폐)인 대시(DASH)와 비트코인

(Bitcoin)의 지불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이스트시큐리티는 기

존 비너스락커 랜섬웨어 유포 조직이 이번 공격에도 가담한 것으로 판

단하고 있으며, 상세한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 맞춤형 랜섬웨어 공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자료를 많이 다루는 기업과 기관은 반드시 자료를 분리 보관(백업)하고 

임직원이 보안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스트시큐리티는 갠드크랩 랜섬웨어 5.0.4 버전의 확산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알약 긴급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악성 파일 유포 주소의 접근 차단 등 

대응을 완료했고, 발견되지 않은 유사 변종 공격도 알약의 랜섬웨어 행

위기반 탐지 기술을 통해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권정수 기자 kjs0915@itdaily.kr 

출처 2018.11.16.(금)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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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동향자료

1. 11월 넷째 주

1)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takes place this week in

Paris. Here’s why it matters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is a global dialogue that brings 

together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discuss how to make sure the Internet and its related technologies 

work for everyone.

Sometimes described as the world’s biggest digital policy incubator, 

the IGF takes pla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UN) 

and is hosted this year by the French Government, taking plac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from 12-14 November 2018.

The theme for this year’s IGF is “The Internet of Trust” and 

comes at a time when the impact of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has increasingly permeated public debates, with 

governments proposing varying forms and degrees of actions in 

response.

However, while many public discussions on Internet governance focus 

on the potential challenges of ICTs, this year’s IGF will also serve to 

highlight the immense opportunities that new technologies offer for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ulti-stakeholder 

format of the IGF is increasingly important so that policy responses 

are evidence-based and future-orientated.

“We need an authentic discussion on the impact of technology on 

society but our approach must be positive and solutions-oriented,” 



said ICC Secretary General John W.H. Denton AO. “Rather than just 

mitigating potential risks, we need to ask how we can ensure 

technology—from AI to big data—is a genuine force for good in 

driving global development.”

Spotligh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ICC paper ICC paper ICT, Policy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shows, ICTs underpin efforts to realise all 17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 enabling policy 

environment, though, is needed to allowing digital technologies to fulfil 

their positive potential. Effective policymaking around the world 

requires better understanding of how ICTs work, including knowledge 

of the ICT ecosystem 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evant 

stakeholders, to facilitate innovation and growth.

This is especially true of some of the most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 recent McKinsey analysis found 

that AI has the potential to generate additional global economy 

activity of around US$13 trillion by 2030—a 16% rise from today. This 

would set the impact of AI alongside transformative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such as steam and electricity.

AI applications could prove just as decisive in bringing countries closer 



to accomplishing the SDGs. On the second day of the IGF, ICC and 

ICC BASIS will convene a high-level panel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stakeholders to discuss how AI can reinven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to help build a more inclusive society.

이번 주 파리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인터넷 및 관련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글로벌 대화이다.

IGF는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정책 인큐베이터라고도 불리는데

유엔 (UN)의 후원 하에 올해는 유네스코 교육부 (UNESCO)의

본부에서 2018년 11월 12-14일 프랑스 정부가 주관하여 개최

한다.

올해 IGF의 테마는 "신뢰의 인터넷"이며 인터넷 및 통신 기술 

(ICT)의 영향력이 공공의 논쟁에 점차적으로 침투 해 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행동을 제안했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많은 대중의 논의가 ICT의 잠재적 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올해의 IGF는 또한 신기술이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엄청난 기회를

보여줄 것니다. IGF의 다중 이해 관계자 형식은 정책 대응이 

근거 중심이고 미래 지향적인 것이 되도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출처 2017.11.12.(월)

https://iccwbo.org/media-wall/news-speeches/internet-governance-fo

rum-takes-place-week-paris-heres-matters/



2) EU says GDPR will only be a problem for permissionless
blockchains

The main blockchain research body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positiv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nd blockchain can co-exist in harmony – but things 
will ultimately boil down to specific use cases and applications.

In a report published in October, The EU 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 argues GDPR compliance is 
fundamentally less about the technology itself, and more about 
how those technologies are put to use.

“Just like there is no GDPR-compliant Internet, or 
GDPR-compliant artifcial intelligence algorithm, there is no such 
thing as a GDPR-compliant blockchain technology,” the reports 
insists. “There are only GDPR-compliant use cases and 
applications.”

But what exactly does this mean? Let’s dive into it.

Blockchain under GDPR
For those unfamiliar, GDPR stipulates that users should have 
control over their data at all times.

Any company or system that fails to provide such control to its 
users is in direct opposition to the new regulation. But unlike 
standard centralized solutions, blockchains (especially 
permissionless ones) tend to be decentralized and immutable.

This creates an interesting conundrum for blockchain – and 
how it can ensure compliance with GDPR. According to the 
Observatory, there are three main points of tension:

Determining obligations to data controllers and processors: while 
it is easy to identify who is responsible for processing 
GDPR-related data requests in the case of permissioned (private) 



blockchain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do the same with 
permissioned blockchains, since the task of data processing is 
ultimately split between many independent validators (miners).
Ensuring the anonymization of personal data: there are still no 
mechanisms that can guarantee users’ personal data will remain 
anonymous when recorded on the blockchain.
Defining users’ rights: if GDPR is about giving users control 
over their data, then it is important to clarify what constitutes 
the removal or rectification of data in the case of blockchain.

To help blockchain entrepreneurs and businesses navigate away 
from potentially illegal use cases and applications, the report 
has outlined four ‘rule-of-thumb principles’ to consider.

For starters, the Observatory encourages every business to 
think really hard about whether blockchain suits its goal – and 
whether it adds value.

If that is indeed the case, the next suggestion is to avoid 
storing personal data on-chain, or use obfuscation methods to 
anonymize sensitive information. As an extension of this, the 
third tip is to collect personal data off-chain or on a 
permissioned blockchain,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GDPR.

The last suggestion encourages businesses to always “innovate” 
and remain “transparent” with users. Unfortunately, the report 
does not elaborate on what this really means.

The big picture
The report is in no way legally binding, but the big takeaway is 
that European regulators (and GDPR) seem to suit permissioned 
blockchain models better than permissionless ones. Indeed, this 
is consistent with recent findings of researchers from the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and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hile the Observatory deliberately reiterates that GDPR won’t 
interfere with permissioned blockchains, things aren’t looking up 
for permissionless networks like Bitcoin.

“Public, permissionless blockchains represent the greatest 
challenges in terms of GDPR compliance, because of their 
extremely distributed nature,” the report reads. Unfortunately, 
none of those challenges are addressed at length.

Another curious highlight the report implies that businesses 
handling permissioned blockchains will ultimately be responsible 
for ensuring users have sufficient control over their data.

“In situations where application developers or consortiums act as 
intermediaries between individual users and blockchain networks, 
they will most likely be considered data controllers, and must 
ensure that they can carry out their obligations,” the report insists.

The Observatory is swift to note that its findings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stance of the European 
Commission. It further warns that it can’t guarantee the 
accuracy of the data references in the study.

So while initial findings suggests GDPR and blockchain don’t 
necessarily negate each other, the Commission has yet to come 
up with an official stance on the situation itself.

But there is one thing it is certain about: blockchain is no 
silver bullet.

“Another key element to consider is that blockchain technology is 
not the solution to every problem,” the Observatory concludes. 
“Entrepreneurs should not assume that using blockchain 
automatically makes an application more secure or cheaper, or 
that it automatically equates to data protection or privacy.”



EU는 GDPR이 허가 되지 않은 블록체인에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주요 블록체인 연구 

기관은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에 긍정

적이며 블록체인 (blockchain)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정 사용사례와 응용분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U 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은 10월에 출간된 

보고서에서 GDPR 준수가 기술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논한다.

우선, Observatory는 모든 비즈니스가 블록체인의 목표에 적합

한지 여부 및 가치를 부가할지 여부에 대한 생각을 권장한다.

GDPR을 준수하기 위해 체인 외부 또는 허가된 블록체인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안은 기업이 항상 "혁신"하고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머물도록 장려한다. 불행히도 이 보고서는 이것이 실제로 의미

하는 바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출처 2018.11.14.(수)

https://thenextweb.com/hardfork/2018/11/14/eu-blockchain-gdpr-euro

pe-bitco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