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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 소셜 광고

세일즈포스, ‘소셜닷컴'으로 간편한 소셜 타깃 광고 생성 툴 제공

플랫폼‘소셜닷컴’출시
l IT 솔루션 전문 업체인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자사 CRM 시스템 상의 고객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광고 플랫폼 ‘소셜 닷컴(Social.com)’을

CRM 고객 데이터 및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결합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공개(′13.4.23)
 ‘소셜 닷컴’은 자사 고객들로 하여금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상
소셜 타깃 광고를 보다 수월하게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l ‘소셜 닷컴’은 고객 맞춤형 소셜 광고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툴과 함께 목표에
맞춰 광고 앱을 최적화 시키거나 광고 지출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소셜 분석 서비스 ‘래디언6(Radian6)’와 연동되어 특정
키워드에 대한 소셜 분석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셜 광고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세일즈포스가 제공하고 있던 CRM 고객 데이터와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타깃 광고 대상도 보다 수월하게 선정 가능
 세일즈포스 마케팅 클라우드 사업부의 고든 에반스(Gorden Evans) 부사장은
‘소셜닷컴’의 최대 이점으로 소셜 광고를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
세일즈포스의 ‘소셜닷컴(Social.com)’ 서비스 화면

※ 출처 : The Next Web

세일즈포스, 소셜 광고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l 향후 소셜 광고를 통한 광고 지출 확대 전망이 이어지면서 마케팅 전문가 및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일즈포스 역시 활발한 투자 활동을 전개
※ 미디어 및 광고 시장 조사 업체인 비아켈시(BIA/Kelsey)에 따르면 소셜 광고 부문 지출액이
2012년 47억 달러(약 5조원)에서 2017년 110억 달러(약 12조원)까지 증가할 전망

 세일즈포스는 ‘소셜닷컴’ 서비스 공개 2년 전인 2011년 9월에 이미 2,600만 달러(약
281억원)를 들여 도메인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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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셜 미디어 광고 마케팅 서비스 플랫폼인 ‘마케팅 클라우드(Marketing
Cloud)’도 개설해 운영 중
 ‘마케팅 클라우드’에는 ‘래디안6’와 소셜 광고 통합 게시 서비스인 ‘버디 미디어
(Buddy Media)’ 등 별도의 소셜 광고 서비스도 포함
※‘래디안6’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Youtube), 링크드인(Linked In), 각종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 상에 게재된 내용을 수집ㆍ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1년 3월,
세일즈포스가 3억 2,600만 달러(약 3,533억원)에 인수
※‘버디 미디어’는 각종 소셜 미디어 상에 게재할 광고를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2년 8월, 6억 8,900만 달러(약 7,468억원)에 인수

 세일즈포스는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 포츈(Fortune) 100대 기업 가운데 55개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
 세일즈포스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마케팅 툴을 제공함으로써 자사 고객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고객들과 더욱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다는
전략
l 세일즈포스는 ‘소셜 닷컴’을 ‘마케팅 클라우드’의 제품군으로 추가
 세일즈포스 측은 각각의 서비스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셜닷컴’의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래디안6’ 및 ‘버디 미디어’ 서비스도 동시에
활용할 것을 강조

참고문헌
1. Salesforce, “Salesforce.com Signs Definitive Agreement to Acquire Radian6, the
Industry’s Leading Social Media Monitoring Platform”, 2011.3.30.
2. Service Angel, “Salesforce.com Spends $2.6 Million on Social.com Domain
Name”, 2011.9.7.
3. The Next Web, “Salesforce revamps Social.com, launches social ad service
merging CRM data with Facebook and Twitter”, 2013.4.23.
4. The Next Web, “Salesforce.com buys social media marketing firm Buddy Media
for $689 million in cash and shares”, 2012.6.4.
5. Venture Beat, “Salesforce launches Social.com, a social advertising app based
on Brighter Option”,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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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4분기 전 세계

한국 전세계 인터넷 접속 속도 1위 차지

인터넷 접속 속도 전년
동기 대비 25% 향상
전 세계 인터넷 접속 속도
향상 추세...
사이버 공격 시도도 증가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글로벌 CDN 사업자 아카마이(Akamai)가 2012년 4/4분기 기준 전세계 177개국의
인터넷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13.4.23)
 아카마이는 자사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매분기 인터넷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
※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영화, 뮤직비디오 등 대용량의
콘텐츠 전송속도의 저하를 막고 불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

l 이에 따르면 2012년 4/4분기 기준 전세계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는 2.9Mbps로
전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2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국가별 평균 접속 속도는 한국이 14.0Mbps로 전세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
(10.8Mbps),

홍콩(9.3Mbps),

라트비아(8.9Mbps),

스위스(8.7Mbps),

네덜란드

(8.6Mbps) 순으로 분석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접속 속도 변화에서는 스웨덴과 미국이 각각 29%, 28%의
속도 향상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13%의 속도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
주요국의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 현황(2012년 4/4분기 기준)

구분
전세계
1. 한국

2. 일본
3. 홍콩
4. 라트비아
5. 스위스
6. 네덜란드
7. 체코
8. 미국
9. 스웨덴
10. 핀란드

2012년 4/4분기
평균 속도(Mbps)
2.9

전분기 대비
성장률
5.0%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25.0%

14.0

-4.8%

-13.0%

10.8
9.3
8.9
8.7
8.6
8.1
7.4
7.3
7.1

2.7%
3.4%
2.3%
0.5%
0.1%
7.0%
2.3%
7.4%
4.3%

19.0%
5.4%
20.0%
20.0%
3.3%
21.0%
28.0%
29.0%
20.0%

※ 출처 : Akamai('13.4.23)
l 2012년 4/4분기 기준 전세계 인터넷 평균 최대 접속 속도는 16.6Mbps로 전분기
대비 4.6%,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국가별 인터넷 평균 최대 접속 속도는 홍콩이 57.5Mbps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49.3Mbps를 기록

모바일 트래픽, 전분기 대비 28%나 증가...음성 트래픽도 증가 추세
l 아카마이는 에릭슨(Ericsson)이 취합한 자료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 트래픽 분석
결과도 발표
l 이에 따르면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전분기 대비 28%,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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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음성 데이터 트래픽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의 성장세를 기록
l 셀룰러 망에서의 모바일 브라우저 활용률에서는 안드로이드(Android) 웹킷을 통한
요청이 35.3%로 가장 앞섰으며, 애플 사파리(Apple Safari)와 오페라 미니(Opera
Mini)가 각각 32.6%, 21.9로 2, 3위를 차지
 와이파이 망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접속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애플 사파리가
58.7%를 차지
※ 웹킷(Webkit) : 웹브라우저를 만드는데 기반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응용프로그램 프레
임워크

사이버 공격, 중국이 전체 트래픽의 41%를 차지
l 국가별 사이버 공격 진원지 분석 결과 중국이 전체 공격 트래픽의 41%를 유발한
것으로 집계
 중국을 진원지로 한 사이버 공격 트래픽은 2012년 1/4분기 16%, 2/4분기 16%,
3/4분기 33%, 4/4분기 41%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
※ 단, 다른 국가의 공격자들이 중국의 취약한 시스템을 활용해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므로 해당 트래픽 전체를 중국발 공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

구분
1. 중국
2. 미국
3. 터키
4. 러시아
5. 대만
6. 브라질
7. 루마니아
8. 인도
9. 이탈리아
10. 헝가리
기타

국가별 사이버 공격 트래픽 진원지 분석 결과

2012년 4분기 트래픽
41.0%
10.0%
4.7%
4.3%
3.7%
3.3%
2.8%
2.3%
1.6%
1.4%
25.0%

2012년 3분기 트래픽
33.0%
13.0%
4.3%
4.7%
4.5%
3.8%
2.7%
2.5%
1.7%
1.4%
28.0%

※ 출처 : Akamai('13.4.23)

l 한편, 2012년 4/4분기 기준 아카마이 회원사들이 보고한 디도스 공격 피해 접수는
총 413개 기업으로부터 768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00%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
 공격 대상으로는 커머스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164건, 기업 부문이 155건, 하이테크 부문이 110건,
공공부문이 70건으로 분석

참고문헌
1. Akamai, "The State of the Internet, 4Th Quarter 2012", Vol.5 No. 4, 2013.4.
2. Register, "Oz broadband speeds collapsed in 2012", 2013.4.23
3. TechCrunch, "Akamai: Average U.S. Internet Speed Up 28% YoY, Now At 7.4
Mbps, But South Korea, Japan And Hong Kong Still Far Ahead",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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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 세계 도메인
11.8% 성장

베리사인(.com, .net 관리기관), 2012년 도메인산업동향 발표(′13.4)
l 2012년 4/4분기 기준 전 세계 도메인은 총 2억 5천 2백만 건으로, 2011년 대비 약
2천 6백 6십만 건, 약 11.8% 증가

인터넷주소관리센터 도메인팀

- 2012년 4/4분기에는 600만 건 이상의 신규 도메인이 등록, 약 6백 만 건의 도메인이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약 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8분기 연속으로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음을 의미
- 전 세계 도메인 중 등록 규모별 상위 10개 도메인 : .com, .de(독일), .net, .tk
(토켈라우), .uk(영국), .org, .cn(중국), .info, .nl(네덜란드), .ru(러시아)
- 2012년에는 .tk(토켈라우) 도메인의 높은 성장률이 많은 비중을 차지
- .tk 도메인 관리기관은 무료와 유료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중이나, 전체 .tk 등록
건수의 97%가 무료 도메인임을 감안할 때 .tk 성장률을 일반적인 도메인 성장률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전반적인 도메인 산업 트렌드 분석 시
잘못된 예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 필요
- .tk를 포함한 경우 전체 도메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1.8%이나, .tk를 제외할 경우 전체 도메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8.9% 수준
전 세계 주요 도메인 등록건수(2012)

※ 출처 :

Verigisn

l 국가도메인은 총 1억 1천 만 건으로, 2011년 대비 약 2천 만 건이 증가하여
21.6%의 증가율을 보임
- 등록규모 기준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국가도메인 중 중국, 토켈라우, 인도,
러시아가 분기별 성장률 4%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중국과 토켈라우는 각
31.5%와 16.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3분기 연속 성장률 4% 이상을 달성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280개의 국가도메인(영문 국가도메인
+ 다국어 국가도메인)이 루트에 존재하며, 이 중 상위 10개 국가도메인이 전체
국가도메인 건수의 63.1%를 차지
- 2012년 12월 기준, 상위 10개 국가도메인은 아래와 같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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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de)
토켈라우(.tk)
영국(.uk)
중국(.cn)
네덜란드(.nl)

6. 러시아(.ru)
7. 유럽연합(.eu)
8.브라질(.br)
9. 호주(.au)
10.프랑스(.fr)

국가 도메인 등록건수(2010~2012)

※ 출처 :

Verigisn

l .com, .net 도메인은 합계 1억2천1백 만 건을 기록하여 2011년 대비 6.4%
증가율을 보임
- 2012년 12월 31일 기준 .COM 도메인 등록건수는 약 1억 6백만 건이며, .NET
도메인 등록건수는 약 1천 5백만 건
- 2012년 4/4분기 기준, .com, .net 유지율(등록 연장율)은 72.9%로 2012년 3/4
분기의 72.5% 대비 0.3% 상승, 유지율은 분기별로 등록대행자별 기여도 및
분기별 삭제대상 도메인 건수 등에 따라 등락이 있음
- 웹사이트 연결이 되어 있는 도메인인 경우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 등록을 유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 연결 여부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유지율을 가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com, .net 도메인의 웹사이트 연결율은 약 85%이며, 연결된 웹사이트가 한
페이지 웹사이트(공사 중 페이지 및 온라인 광고수익 창출용 파킹페이지 포함)인지
또는 복수의 페이지를 가진 웹사이트 인지 등을 추가로 분석하여 미래 유지
여부에 대한 예상 가능
.com, .net 유지율(2009~2012)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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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gisn

.com, .net 웹사이트 비중(2012)

※ 출처 :

Verigisn

참고문헌
1. Verigisn, The Domain Name Industry Brief, volume 10-issue 1 -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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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장소 내
인터넷 음란물 차단 추진

영국 정부의 공공장소 내 음란물 차단 추진 동향
l 영국 정부는 공공장소 내 인터넷 음란물을 차단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
- 법안은 카페나 음식점,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아동이 방문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정부

및

청소년보호단체와

인터넷 사업자 간 대립
인터넷문화진흥단 문화기획팀

모바일폰이나 컴퓨터기기를 이용한 와이파이(Wi-Fi) 접속 시, 음란 사이트와 같은
불법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l 공공장소 내 음란물 차단법은 2012년도에 추진되었던 인터넷 음란물 일괄 차단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반영한 내용
- 2012년도 영국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 차원에서 모든 인터넷 가입자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
 이는 음란물 시청을 별도로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서만 음란 사이트 접속을 허용
 2012년 12월 인터넷음란물 일괄 차단법에 대한 대중의견 조사 결과, 조사대상 부모의
35%만이 음란물 일괄 차단법을 지지하고 15%가 선택적 차단제를 선호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을 도입해도 모든 음란물을 막기 어렵고, 음란물 차단을 위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단 법 도입에 반대
 이에 따라 영국 내무부와 교육부는 음란물 일괄 차단보다는 각 가정에서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자 차원의 대응 강화를 제안

l 영국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은 지방 선거 운동 연설과 최근 언론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장소 내 음란물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힘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총리는 지방 선거 운동 연설에서 ‘공공장소 내
바람직하고 깨끗한 와이파이(good, clean wi-fi in public)을 만들겠다고 선언
 이를 통해 집 밖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학부모를 안심시킬 것이라고 언급
 또한 최근 언론사 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도 앞으로 공공장소 내 음란물 차단을
위해 홍보 등의 지지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힘
l 영국의 아동 자선단체 연합(The Children’s Charities Coalition on Internet
Safety)’은 총리의 법안지지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
- 영국의 ‘인터넷 안전에 관한 아동 자선단체 연합(The Children’s Charities
Coalition on Internet Safety)’은 NSPCC등이 포함된 단체로, 그동안 아동이
음란물과 같은 불법적인 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
- 자선단체연합은 영국의 최대 와이파이 제공업체인 BT통신사에 공공장소에 음란물
차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13.3.28)

- 자선단체연합은 공공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l 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관련 단체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뜻을 표명

11

2013년 5월 2주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관련 단체들은 음란물 차단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음란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IT 리서치 회사 테크더트(Techdirt)의 CEO인 마이크 매스닉(Mike Masnick)은
해당 법이 비용만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

l 한편 일각에서는 음란물 차단으로 인해 향후 사이트 검열과 같은 부수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l 영국 정부는 공공장소 내 음란물 접근 차단 시 차단의무를 인터넷 제공 업체와 공공
장소 제공 업체 중 어느 쪽에 부여해야하는지 논의 중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접속 시, 인터넷 업체가 음란물 접근을 자동 차단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게 등 공공장소 관련 업체의
의무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진행 중

참고문헌
1. EWTN News, "UK group says new pornography restrictions protect children",
2013.5.1.
2. Dailymail.co.uk, "David Cameron to reveal internet porn WILL now be blocked in
public places", 2013.4.24.
3. Telegraph ,WiFi porn in public areas to be blocked,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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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방부, 사이버 공격
대비 전담조직 확대

대만 국방부, 사이버 공격 전담 군사 조직 확충 계획 검토
l 대만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응 조직 확대 계획을 발표(′13.4.30)

중국發 해킹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

 카오화쥬(Kao Hua-chu) 대만 국방부 장관은 증가하고 있는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군사 조직 내 사이버 공격 전담 조직을 확충할 예정
이라고 발표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대만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중대 규모의 정보․전자사령부(Information and
Electronic Warfare Command)를 4개 중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
 또한 통신, 전자 및 정보 부서(Communications, Electronics and Information
Division)는 올해부터 국방부 내 다른 부서와 협동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부연
l 대만 국방부 측은 연간 군사 훈련을 통해서도 사이버 공격 관련 대응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
 대만 국방부는 근래 실시된 ‘한광(Han Kuang)’ 연례 군사 훈련 당시, 대만 전력 공사
(Taiwan Power Company)와의 협력 아래 자국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점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훈련 이후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바이러스가 담긴
가짜 ‘한광’ 군사 훈련 관련 이메일이 국방부 조직을 대상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강력한 대응 조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대만, 사이버 해킹의 배후로 중국 군사 조직 지목
l 대만 국가안전국(National Security Bureau, NSB) 역시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
 NSB의 창광얀(Chang Kuang-yuan) 정책관은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NSB 외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발생 건수만 약 334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
되었다고 설명
l 창광얀 정책관은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중국 내 10만 여 명의 해커로
구성된 사이버 군사 조직을 지목
 창광얀 정책관은 중국 정부가 해커 양성을 위해 연간 8,000만 뉴타이완달러(NT)
(약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중국 정부는 사이버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학생 모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가오는 해에만 6,000명에서 1만 명의 학생들이 사이버 군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정부 기관 및 국가 안보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해졌다고 언급
l 이에 따라 NSB 측은 국가 주요 통신 및 인프라 설비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등
사이버 보안 향상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사이버 보안 관련 정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지식
정보 수집 네트워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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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편, 중국 정부는 이러한 대만 정부의 발표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
 중국 국무원의 선야후(Sun Yafu) 대만 외교 차관은 중국이 최근 여러 국가
정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의 근원지로서 비난을 받고 있으나 이는 그릇된 오해
라고 반박
※ 미국 정부 역시 자국의 주요 공공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근원지로 중국을 지목

 선야후 차관은 중국 당국은 오히려 관련 국가 간 대화를 통해 사이버 공격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참고문헌
1. China Post, "Military set to establish new anti-cyberattack unit: MND",
2013.4.30.
2. Financial Times, "China rejects allegations it hacked Taiwan networks",
2013.4.29.
3. Focus Taiwan, "Chinese military cyberattacks targeting civil sectors:
report", 2013.4.27.
4. Taipei Times, "MND to establish cyberdefense squadron", 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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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출, 해킹 아닌
네트워크

침입이

주요

원인

데이터 유출 사고, 취약한 계정 관리가 주요 원인
l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2012년 발생한 전세계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13.4.23)
 버라이즌은 2012년 확인된 데이터 유출 사고 621건과 보안 사고 관련 보고 4만

데이터 유출 방지, 사용자

7,000여 건, 데이터 손상 사례 4,400만 건에 대해 분석

계정 관리 강화가 급선무
l 분석 결과 데이터 탈취에는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76%는 네트워크 침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
 네트워크 침입이란 노출‧도난당한 사용자 ID 또는 패스워드를 악용하는 사례를 의미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는 등 해킹 시도에 의한 데이터 유출 사고도 전체의 52%를 차지
 악성 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탈취 사례는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했으며, ATM
단말에 부착돼 카드 정보를 빼내는 스키밍(skimming)과 같은 공격 기법이 사용
된 사례도 전체 데이터 유출 사고의 35%를 차지
 그 외 전체 사고의 29%는 피싱(phishing)과 같은 사회 공학적 기법을 사용한 것으
로 밝혀졌으며, 데이터 관리자의 권한 악용 등에 의한 사고도 전체의 13%를 기록
※ 분석 결과는 전체 요인별 중복 요인도 반영되어 있음

2012년 데이터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

※ 출처 : Verizon('13.4.23)
l 한편, 데이터 유출 사고의 대부분은 내부자의 소행이 아닌 주로 제3의 공격
세력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
 2008년부터 외부 공격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에는 해당 사례가 전체 발생 사고의 92%를 차지
 반면 내부 구성원의 데이터 탈취 사례는 전체 사고 사례의 14%에 불과했으며,
협력사 등 써드파티에 의한 데이터 유출 사고도 전체의 1%를 기록
※ 분석 결과는 전체 요인별 중복 요인도 반영되어 있음

2012년 데이터 유출 사고 주체별 비중

※ 출처 : Verizon('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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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데이터 유출 사고, 핵티비즘(hacktivism) 관련 사례 폭증
l 버라이즌은 2012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 중 외부자에 의한 유출 사고가 약 40여 개
국가에 속한 집단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
 전체 데이터 유출 사고의 30%는 중국에 속한 집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
 이 외에 루마니아로 전체 공격의 28%를 차지했으며 미국 역시 데이터 탈취 공격의
주요 진원지(18%)로 지목
 버라이즌은 그 외 불가리아, 러시아, 네덜란드, 아르메니아, 독일, 콜롬비아, 브라질
역시 데이터 유출 사고의 주요 발원지라고 설명
l 한편, 2012년 발생한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 중 정치·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정부나
기업·단체 등을 공격하는 핵티비즘을 근간으로 한 사고가 급증
 버라이즌은 2012년 발생한 전 세계 데이터 유출 사건 중 특정 국가에 소속된 집단의
스파이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세 배 증가했으며, 이 중 95%는 중국으로부터 나타
났다고 언급
 반면 루마니아나 미국 등 여타 국가에 속한 공격 집단들은 중국과 달리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데이터 탈취를 시도했다고 설명
2012년 데이터 유출 사고의 주요 진원지 Top 10

※ 출처 : Verizon('13.4.23)

l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공격 집단들이 IT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 주로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
 또한 이들 공격자들은 산업 분야 전반에서 데이터 유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핵티비즘 공격이 전체 사고의 33%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
 또한 정보 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 기업에 대한 공격(24%)과 운송 관련 기업
(15%)에 대한 공격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

참고문헌
1. Frobes, "New Verizon Security Report Finds A Growing Number Of Attacks By China's
Hacker Army", 2013.4.23.
2. FP National Security, "The takeaway from Verizon's cyber security report: Cybercrime is
way too easy", 2013.4.24.
3. Verizon, "2013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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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nit 변종
영국

은행을

개요

대상으로

OTP 공격

l 보안 회사 트러스티어(Trusteer)는 램니트(Ramnit) 웜의 새로운 변종이 영국 은행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밀번호(OTP) 공격 기능을 추가했음을 보고
 램니트 변종은 HTML 인젝션 공격을 사용하여 악성코드에 의해 만들어진
메시지(prompts)가

침해예방단 연구개발팀

은행의

표준

보안기능인

것처럼

변경하여

범죄계좌로

지불되도록 함
※ 램니트(Ramnit) : 2010년 최초로 발견된 인터넷 웜으로 2011년부터 금융악성코드로
변신하여 소셜 미디어 증명, 은행 자격 증명의 도용기능을 가짐

주요 내용
l 변종된 웜은 HTML 인젝션을 사용하여 은행사이트를 변경하고 two-factor 인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OTP를 전달하도록 유도
 피해자는 일반 웜과 같은 방식(악성 첨부 파일, 악성 사이트 링크 피싱, 이메일
등)으로 램니트에 감염

l 공격 절차
 램니트는 평상시에는 유휴상태로 있다가 사용자가 은행계정으로 성공적으로 로그인
하면 OTP서비스 변경에 대한 다음의 메시지를 표시
은행에 로그인 성공 시 나타나는 메시지

※ 출처 :

Trusteer

 사용자가 메시지를 읽는 동안, 램니트는 명령 및 제어 서버에 연결하고 범죄를 위해
마련된 입금 계좌(범죄 계좌 : mule account)의 세부 정보를 가져옴
※ mule account : 불법 획득한 돈을 전달하는 계좌로 범죄의 정체성과 위치를 숨기기
위해 사용

 일회용 패스워드 (OTP)를 사용자가 입력해야 트랜잭션이 완료되므로 램니트는
OTP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음의 메시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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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입력을 받기 위한 메시지

※ 출처 :

Trusteer

※ 붉은색 박스의 임시수신번호("The temporary receiver number")는 범죄를 위한 입금
계좌(mule account)번호가 표시됨

 사용자가 OTP 서비스 등록을 위해 OTP 번호를 입력하면 무의식적으로 사기 거래
완료
 이에 더하여 램니트는 은행의 FAQ 페이지에 'OTP 서비스 등록' 과정의 용어 또한
수정하여 일반 온라인 뱅킹 고객의 의심을 막기 위한 작업을 수행
 램니트는 피해자가 다른 단계로 이동하더라도 나타나므로 빠져나올 기회를 주지
않음
l OTP를 입력하여 사용자가 모르는 사기 거래를 완료하는 악성코드는 사회공학기법의
사기 프로세스를 간소화시키고 있음
l 온라인 사기 공격은 특정 기관(특정 은행 등)을 대상으로 FAQ까지 변경하는 등
세밀하게 작업되고 피해자가 대상 기관에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는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
l 사회공학 공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MitB(The Man-in-the-Browser) 악성 코드는
탐지되고, 중지되고 사용자의 장치에서 제거하는 등의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MitB(The Man-in-the-Browser) : 악성 브라우저 확장자, 플러그인, 도우미 객체, 자바스크립
트의 일부로 나타나며, 전체 시스템을 감염시키기 보다는 브라우저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피해자가 웹을 이용하는 동안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멀웨어

참고문헌
1. Threat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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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raud Online Bankers“,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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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중인증 시스템

개요

도입
l

트위터(Twitter)는 최근 AP통신과 FIFA 계정의 해킹사건 이후 내부적으로 이중인증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
※ 이중인증시스템(two-factor authentication) : 사용자의 ID와 암호 등 1단계 인증과 일회용

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안전

암호, 스마트카드 등의 2단계 인증을 거치는 방법처럼 2개의 인증을 조합하여 안전성을

정책팀

향상시키는 인증 시스템

l 최근 유명인사와 기업의 트위터 계정 해킹 발생이 증가
 AP통신 트위터에 백악관에서 두 건의 폭발이 발생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는 글이 올라온 후 200만 건 이상 리트윗 되면서
확산되었고, 다우지수가 급하락하는 등의 혼란을 야기
 이는 ‘시리아 전자 군대(SEA·The Syrian Electronic Army)’라는 해커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짐(′13.4.23)
해킹당한 AP통신의 트위터

 FIFA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해 제프 블래터(Joseph Sepp Blatter) FIFA
회장이 부패혐의로 사임한다는 글 등이 올라왔고, 시리아 전자 군대가 본인들의
소행임을 주장(′13.4.22)
해킹당한 FIFA회장 제프 블래터의 트위터

l 트위터는 올해 초 250,000개 이상 계정의 암호가 노출되어 암호를 재설정 하였으며,
이후 이중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해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등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

l 다양한 기기와 프로그램을 통해 트위터의 계정에 로그인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가 제기
※ 구글(Google)의 경우, 인증되지 않은 장치로 로그인 할 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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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의 이중인증시스템 도입 현황

l 구글(Google)
 이중인증시스템의

인증코드는

구글

앱에서

생성되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음성전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되며, 이 코드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가능
 인증코드는 한 번에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0개의 백업코드가 발행되고
이 백업코드는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사용 가능
 구글의 이중인증은 일부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경우
일반 암호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별 암호를 사용해야 함
 2010년 9월 구글 앱 사용자에게 공개된 후, 2011년 8월 전 세계로 확대
l 페이스북(Facebook)
 ‘로그인 인증’이라 불리며, 새로운 장치나 인증되지 않은 장치로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는 사용자에게 확인코드를 통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인증코드는 문자
메시지로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 전송
l 애플(Apple)
 애플 앱스토어나 아이 클라우드(iCloud)에 로그인할 때 기존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받은 4자리 비밀코드를 추가로 입력
 2013년 3월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만
이용이 가능
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2013년 4월 도입되었으며, 로그인 한 다음 계정 관리페이지에서 2단계 본인 확인을
활성화하면 이중인증을 위한 승인 코드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
 사용하는 PC를 선호 기기로 설정하면 로그인 할 때마다 이중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참고문헌
1. TechCrunch, “Twitter Is Testing Two-Factor Authentication Internally, And
It Can’t Come Soon Enough”, 2013.4.23.
2. ZDNet, “Twitter rolling out two-factor authentication soon”, 2013.4.24.
3. NDTVgadgets, “Twitter may introduce two-step authentication after recent
hacking incidents”, 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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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EFF

평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트위터

가장 높은 개인정보보호
점수 획득

l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기업에 대한 세 번째 연례
개인정보보호 평가를 시행(′13.5.1.)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제도
연구팀

※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 : 컴퓨터와 인터넷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 수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비정파적 조직

l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의 개인정보보호 평가 기준
EFF의 개인정보보호 평가 기준
정보통신 내용에 대한
영장 요구

이용자의 정보통신 내용을 건네주기 전에 기업이
정부에

영장을 요구해야 함

정부의 정보 요청에

기업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언제

대한 이용자에게 알림

정부가 그들의 정보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언급해야 함

투명성 보고서 발간

얼마나 자주 그들이 이용자의 정보를 정부에게 제
공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게시해야 함

법 집행 가이드라인

정부의 정보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발행

설명하는 공공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법정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 권리를 위한
노력

의회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위한 노력

이용자 정보에 접근하려는 정부의 요구에 저항한
공식적인 기록을 보유해야 함

전자 프라이버시법을 현대화하여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

l 트위터(Twitter), 6개의 개인정보보호 평가 기준 모두를 만족
 지난 2년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13년의 개인정보보호 평가는 전반적으로 개선의
모습을 보임
 반면, 애플(Apple)과 야후(Yahoo)는 각각 의회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법정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 권리를 위한 노력에 대한 1개
항목만을 만족시켜 이용자 정보보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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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 개인정보보호 평가분석의 문제점

l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광고 타겟팅과 관련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논의가
없다는 문제점 노출
※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활용
하기 위해 사용

l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미반영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애플은 모바일 개인정보보호에서 잘 대처해 온
노력이 인정되지 않음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평가는 트래픽데이터 보존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의
범위를 넓혀야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참고문헌
1. Marketing Land, “Twitter Gets Best ‘Privacy Score’ In Useful But Flawed EFF
Analysis”, 2013.5.1.
2. The Register, “EFF report identifies which internet firms ‘have your back’ on
data”,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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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수익
격차 좁히며 시장 존재감
과시

모바일 앱 시장, 애플 선두 체제 속에 구글 성장세 두각
l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Canalys)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기준 애플(Apple)의
앱스토어와 구글(Google)의 구글 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폰
스토어, 블랙베리(Blackberry)의 블랙베리 월드 등 주요 4개 앱스토어의 전 세계
매출 규모가 직전 분기 대비 약 9%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13.4.8)

결제 시스템 편의성 확보와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은 14억 8,000만 달러(약 1조 6,043억원)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아시아 시장 공략이 향후

 구글 플레이는 전체 앱스토어 시장 매출의 18%를 차지하며 업계 2위를 기록

성장세 지속의 관건

 반면 윈도우폰 스토어와 블랙베리 월드는 한 자릿수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한편, 4개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12년 4/4분기 대비 11%
증가한 134억 회를 기록
 이 중 51%에 해당하는 68억 회의 다운로드가 구글 플레이에서 발생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앱 다운로드 비중은 전체의 40%를 차지
 이와 관련해 카날리스는 앱 다운로드 규모에 비해 수익성 면에서 구글 플레이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

l 그러나 모바일 앱 분석업체 앱 애니(App Annie)는 구글 플레이의 가파른 매출
성장률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13.4.17)
 앱 애니는 구글 플레이의 2013년 1/4분기 매출이 애플 앱스토어의 38.5%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
 이는 구글 플레이의 수익 규모가 애플 앱스토어의 10% 수준에 불과했던 2012년
대비 대폭 상승한 수치이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도 90%나 성장한 수치
 반면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전 분기 대비 25%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
l 하지만 앱 애니 역시 구글 플레이가 애플의 수익성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
 앱 애니는 2013년 1분기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이 구글 플레이에 비해 약 2.6배나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
애플과 구글의 앱 다운로드 및 매출 규모 비교

※ 출처 : App Annie('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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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iOS 탑재 단말 판매가 급증한 연말 쇼핑 시즌 기간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매출이 구글 플레이 대비 4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
 반면 앱 애니는 앱 다운로드 규모에서도 양사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이로
인해 구글 플레이의 수익성 개선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카날리스

역시

구글

플레이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6년까지는 애플이 모바일 앱 시장의 매출 선두를 지킬 것으로 전망

결제 시스템 단순화와 아시아 시장 성장세 유지가 향후 구글 플레이의 성공 조건
l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한 결제 시스템 덕분인 것으로 분석
 앱 애니의 올리버 로(Oliver Lo) 부사장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아이폰(iPhone) 및 아이패드(iPad) 이용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애플 계정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보다 간편하게 앱을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
 반면 구글 플레이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인 ‘구글 월렛(Google Wallet)’은 물론
신용카드, 이동통신사 과금 시스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
l 한편, 구글 플레이의 핵심 시장은 일본과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게임 앱이
인기를 얻으면서 구글 플레이의 전체 매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구글 플레이의 경우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으며, 특히
상위 3개국인 일본, 한국, 미국이 전체 구글 플레이 매출의 70%를 차지했다고 설명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의 국가별 매출 비중 순위(2013년 1분기)

※ 출처 : App Annie('13.4.17)
l 투자 기관 CIMB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30%에 불과해 향후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구글 플레이의 매출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또한, 이미 80%라는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기록 중인 한국의 경우 모바일 게임의
인기 향상에 힘입어 구글 플레이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참고문헌
1. App Annie, "App Annie Index: Market Report Q1 2013 – iOS App Store revenue
2.6x that of Google Play", 2013.4.17.
2. Canalys, "11% quarterly growth in downloads for leading app stores",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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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Amazon), IPTV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확장

아마존, IPTV 시장 진출
선언

l 아마존이 2013년 말 자사 온라인 콘텐츠를 TV에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TV
셋톱박스를 출시하여 인터넷 TV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힘

Amazon, 2013년 말 인터넷

l 현재 인터넷 TV 시장에선 로쿠(Roku), 애플 티비(Apple TV), 복시(Boxee) 등
다양한 사업자가

기반 TV 셋톱박스 출시 예정

경쟁하고 있으며,

풍부한 콘텐츠를

보유한 아마존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국제협력실 해외진출지원팀

아마존, 2013년 말 인터넷 기반 TV 셋톱박스 출시 예정
l 아마존은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및 자사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허브
장치인 인터넷 기반 TV 셋톱박스를 2013년 말 출시할 예정
l

l

 아마존의 TV 셋톱박스는 현재 캘리포니아(California) 州 쿠퍼티노(Cupertino)에
위치한 Lab 126에서 개발 중
 사용자는 아마존 TV를 통하여 주문형 비디오 스토어, 실시간 비디오 서비스 등
기존 아마존이 제공해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
l 그러나 이미 인터넷 기반 TV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들이 아마존의 비디오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 중
 현재 인터넷 기반 TV 시장에선 로쿠, 애플 TV, 복시 등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이미 아마존의 비디오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어 아마존 TV
셋톱박스의 수요가 발생할 지는 미지수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도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유튜브(YouTube) 등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한편, 아마존은 자사의 콘텐츠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아마존 TV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 판매보다는 주 수입원인 콘텐츠 판매에 중점을 두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
 또한, 아마존이 기존 전자책, 킨들(Kindle) 단말기를 통해 구축해온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어 아마존의 인터넷 TV 시장 진출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글로벌 IPTV 시장 지속적 성장 전망
l 시장조사기관인 피라미드 리서치(Pyramid Research)는 2013년 글로벌 IPTV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고, 2017년에는 1억 8,1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피라미드 리서치에 따르면, 2012년 중국, 프랑스 미국이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로 글로벌 IPTV 가입자 수의 53%를 보유하면서 시장을 주도
 또한 2012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IPTV 가입자 수의
45.3%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유럽과 북미 지역이 14.4%와 8.8%로 가장 높은 IPTV
보급률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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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PTV 가입자 수 전망
(단위 :

※ 출처 :

백만 명)

Pyramid Research(‘13.3)

l 아마존의 IPTV 시장 진출은 자사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해 킨들의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
 TV 셋톱박스를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허브장치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발생할 콘텐츠 수입에 주력해 저렴한 가격으로 셋톱박스를 제공할 전망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IPTV 신규 가입자들은 초기 비용이 낮은 아마존
셋톱박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l 또한, 아마존은 TV 셋톱박스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 음악, 도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기존 게임 콘솔을 판매하던 소니(Sony),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새로운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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