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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넥티드(ConnectED)’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 발표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l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향후 5년 내 전체 학생의
99%가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커넥티드(ConnectED)’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 발표(‘13.6.6)

유무선 브로드밴드 환경 개선을
통한 디지털 교육 확대가 목표

 오바마 대통령은 노스캐롤라니아주 무어스빌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이니셔티브를 발표
 미국 백악관은 전체 학생이 랩탑을 활용하며, 교사진 역시 모두 디지털 학습 기술 및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콘텐츠 활용 교육을 이수한 무어스빌 중학교를 디지털 선도 학교로 소개
 실제로 무어스빌 중학교가 위치한 교육구에서는 2009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 이래
2008년 80%에 불과했던 졸업률이 2011년 91%로 향상되는 등 상당한 교육 효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
l 오바마 대통령은 “커피를 마시면서도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인데 왜 학교
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햐냐”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 인터넷 환경 개선 필요성을 역설
 특히,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학생은 약 20%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00%의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로 한국을
언급
 실제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0년 E-레이트(E-Rate) 참여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내 인터넷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의 교사들이 인터넷 접속 환경이
필요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
※ E-레이트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도입 촉진을 위해 추진
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FCC에서 조성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으로
부터 사업 예산을 지원

l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기관에서의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FCC도 기존
E-레이트 예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미국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역시 각 주의 교육기관과 학교에서의 접속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

l ‘커넥티드’

이니셔티브는

FCC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인터넷

확산

프로그램

E-레이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E-레이트 사업을 조정해서 확보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
 정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각 가정 내 전화 요금에 5달러(약
5,650원)미만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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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프라 개선ㆍ교직원 연수ㆍ민간 부문 혁신이 세부 목표
l ‘커넥티드’ 이니셔티브는 미국 학생들이 차세대 브로드밴드 및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
 미국 내 학교에서의 브로드밴드 접속 속도를 최소 100Mbps에서 최대 1Gbps 급으로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세부 목표
 미국 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의 무선 인터넷 접속 환경도 구현에도 주력할 방침
l 인터넷 활용 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
 교사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부 목표
 이를 위해 미국 교육부(DoE)는 주정부 및 교육기관과 협력 하에 교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마련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 툴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할 예정
l 디지털 교육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혁신 역시 ‘커넥티드’ 이니셔티브의 세부 목표
중의 하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단말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단말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
l 백악관 측은 ‘커넥티드’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특히 인터넷 이용 환경이 열악한
소외 계층 및 농촌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가 2012년 미국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고소득층 가정 학생들에 비해 디지털 학습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미국 학생들의 소득수준별 디지털 학습 이용 비율

※ 출처 : Pew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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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신생 SNS ‘시티소셜
라이저', 온-오프라인 연계
신개념 SNS 표방
소셜 그룹 활동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주도

온ㆍ오프라인 연계 SNS '시티소셜라이저‘, 이용자 확대를 위한 모바일 앱 출시
l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이벤트 참여 및 주최를 지원하는 SNS ‘시티소셜라이저
(Citysocialize)’가 영국 내 신개념 SNS로 급부상
 시티소셜라이저는 영국 국영방송인 BBC의 프로듀서 출신 산치타 사하(Sanchita
Saha)가 2007년에 설립한 온·오프라인 연계 SNS 서비스
 이용자가 웹 또는 앱을 통해 비슷한 취미 및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이들과
오프라인 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영국의 벤처캐피탈로부터 175만 파운드(약 30억 9,064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시티소셜라이저는 현재 영국 내 30개 도시에서 25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황
 최근까지 웹 기반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이용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를 위해 iOS용 모바일 앱을 출시(‘13.6.3)
 안드로이드 OS용 애플리케이션도 올 여름 내에 출시될 예정
l 서비스 가입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모두 무료로 가능하며, 앱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은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이벤트 확인 및 타 이용자들의 프로필 보기, 이벤트
초대받기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타 이용자의 프로필을 확인하면서 자신과 취미가
비슷한 사람과의 친구 맺기 등을 통해 온라인 상 교류도 가능
 다만 다른 이용자가 만든 소셜 그룹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직접 소셜 그룹을 만들어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유료 회원 가입이 필요
l 특정 도시에서 해당 앱에 가입한 이용자가 200명을 넘으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 내
소셜 그룹 개설 기능이 활성화
 주변 지역을 선택하면 소셜 그룹 기능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스크롤을 통해 소셜 그룹 리스트도 확인 가능
 소셜 그룹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는 오프라인 이벤트 장소 및 시간 변경 등의
사항을 알리는 푸쉬 기능과 구글 맵스(Google Maps)를 통한 위치 정보를 함께 제공
l 유료 회원 권한은 일주일 또는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월 단위 유료 회원은
일반 유료 회원과 프리미엄 유료 회원으로 구분
 일주일 이용권과 같은 단기간 유료 회원권 구입은 모바일 앱 상에서 앱 내 결제
방식으로 가능하며, 가격은 3.99파운드(약 7,047원)로 책정
 일반 유료 회원가입 비용은 한 달에 7.99파운드(약 1만 4,100원)로 타 사용자들이
개최하는 이벤트 및 소셜 그룹 활동에 무제한으로 참여 가능
 프리미엄 유료 회원 가입비용은 한 달에 9.99파운드(약 1만 7,643원)이며, 프리미엄
회원들을 위한 전용 이벤트 참여 권한까지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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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소셜라이저의 모바일 앱 이용 화면

※ 출처 : The Next Web

글로벌 시장 겨냥한 서비스명 변경 및 신규 서비스 공개...유료 가입자
확보가 성공의 관건
l 기존에 동 서비스는 ‘시티소셜라이징(CitySocialising)’이라는 명칭으로 출시되었으나,
모바일 앱 출시와 함께 ‘시티소셜라이저(CitySocializer)’로 변경
 이는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영국식 영어 표기를 미국식으로 변환한 것으로 풀이
l 시티소셜라이저를 통해 현재까지 개최된 이벤트만 75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순 이용자 확보 외에 유료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신규 서비스도 공개
 기업 회원들이 자사 브랜드를 내건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화이트 라벨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l 시티소셜라이저 측은 기존에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SNS는 다수 존재해 왔으나,
대부분은 이성 간 데이팅 중심의 컨셉에 그친 반면 시티소셜라이저는 건전한 소셜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고 주장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SNS 시장에서
시티소셜라이저의 글로벌 진출 및 모바일 앱 출시는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
 시티소셜라이저 측은 기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축적된 가입자 이용 행태 정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 채널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언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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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NFC 영향력
저조할 것”
모바일 결제 시장 성장 동인은
NFC 아닌 모바일 송금 및
물품 구매 서비스

2013년 NFC 기반 모바일 결제 비중은 전체 모바일 결제의 2%에 불과
l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가 2017년까지 NFC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가 전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
 가트너는 2017년 NFC 기술 기반의 모바일 결제 거래액 규모 전망치를 지난 2012년
전망치였던 600억 달러(약 67조 8,000억원)보다 40% 이상 줄어든 360억 달러(약
40조 6,800억원)로 하향 조정
 구글 월렛(Google Wallet)이나 ISIS와 같은 선두 NFC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시장
견인에 실패하면서 2012년 예상 보다 낮은 성과를 내는데 그친 점을 전망치 하락의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주 원인으로 지목
 이어 NFC 기반 모바일 결제가 2013년 전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2%에 불과할 것이며, 2017년에도 5%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여 전망
l 업계에서는 NFC가 세간의 주목을 끄는 기술이자 서비스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바일
결제의 혁신을 주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NFC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NFC 기능을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과 결제 리더기가
모두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모바일 단말 및 결제 리더기 제조벤더들의 투자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관심 역시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상황
 NFC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 진영의 서비스 지원도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
 아울러 유통 사업자들 사이에서 NFC 모바일 결제 방식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장소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l 그러나 가트너 측은 2016년부터 NFC 지원 모바일 단말기 및 NFC 리더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서서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모바일 송금 및 물품 구매 서비스가 모바일 결제 시장 성장의 견인차
l 가트너는 NFC 모바일 결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바일 결제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3년 전 세계 모바일 결제 거래액 규모는 전년도의 1,631억 달러(약 266조
20억원)에서

44%

증가한

2,354억

달러(약

189조

9,530억원)를

기록하고,

2017년에는 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7,210억 달러(약 814조 7,3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3년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 역시 2012년의 20억 800만 명 대비 22.1% 많은
24억 5,200만 명로 증가할 것이며, 2017년에는 45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l 한편, 가트너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동인으로 모바일 송금 서비스를 지목
 모바일 송금 서비스 거래액 규모는 2013년 전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71%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모바일 송금 서비스는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비해 간편하고 즉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도달 범위가 넓고 거래 비용도 낮다는 점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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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또한 모바일을 통한 물품 구매는 모바일 송금 서비스에 이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발휘
 2013년 모바일 물품 구매 서비스 거래 금액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달할 것으로 예상
 다만, 아직 소비자들은 모바일 보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거래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직접 구매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 행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따라서 모바일 단말에서의 구매 방식이 지금보다 간편한 프로세스로 개선된다면 그
영향력은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l 2013년 모바일을 통한 고지서 결제(bill payment) 금액 역시 지난 2012년 대비 44%
성장할 것이며, 향후 5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이는 선진국에서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한 고지서 결제 이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의 모바일 고지서 결제 금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
l 권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거래액 기준 가장 큰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며, 아프리카 지역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
 특히 한국 및 싱가포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선두 국가에서의 발전과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의 보급 확산이 동반됨에 따라 아태 지역의 탄탄한 성장이 예상
 2016년 아태 지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1,650억 달러(약 186조 4,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한편, 아프리카 지역 역시 향후 5년 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2016년에는 약
1,600억 달러(약 180조 8,000억원)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를 형성할 전망
l 반면, 북미와 유럽 지역은 예상보다 서비스 보급이 낮은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2013년 북미 지역의 모바일 결제 거래액은 2012년의 240억 달러(약 27조
1,200억원)에서 53% 늘어난 370억 달러(약 41조 8,100억원)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NFC 기반 모바일 결제의 부진과 다수 업체들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유사 서비스
모델의 난립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동 기간 서유럽 시장의 모바일 결제 거래액은 2012년 190억 달러(약 21조
4,700억원)에서 100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 290억 달러(약 32조
7,700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서비스 출시 연기 및 이미 출시된
서비스들의 부진으로 비교적 느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참고문헌
1. CNET, “NFC mobile payments disappoint while money transfers boom”, 2013.6.4
2. Gartner, “Gartner Says Worldwide Mobile Payment Transaction Value to
Surpass $235 Billion in 2013”,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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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훌루’ 인수 추진

야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Hulu) 인수 본격 추진
l 야후(Yahoo)가 미국 인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하나인 훌루를 인수하기 위해

동영상 서비스 영역 강화
전략의 일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
 훌루는 2013년 4월 기준 470여 개의 콘텐츠 파트너와 7만 여개 이상의 TV
에피소드를 확보한 미국 최대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 중 하나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ABC, 폭스(Fox), NBC 등 주요 미국 방송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훌루는 주로
지상파 TV 프로그램을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로 제공
 UCC 기반의 유튜브(YouTube)와 달리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제작한 프리미엄
방송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함에 따라 훌루는 높은 인기를 구가
 실제 2013년 5월 기준 HD 화질 및 최신 콘텐츠를 제공하는 월 7.99달러(약
9,629원)의 훌루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 가입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00만 명을 기록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Hulu)의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화면

※ 출처 : Hulu
l 야후는 훌루를 인수하기 위해 위성 TV 사업자 다이렉TV(DIRECTV) 및 케이블 TV
사업자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과는 물론 구겐하임 디지털 (Guggenheim
Digital) 등 사모 펀드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
 IT 매체 올씽즈디(AllThingsD)에 따르면 야후는 훌루에 약 6억 달러(약 6,780억원)에서
8억 달러(약 9,040억원) 규모의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
l 한편, 야후는 모바일 단말 확산과 이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요성이 급부상함에 따라 훌루 인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
 통신 장비 업체 시스코(Cisco)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트래픽 중 동영상 서비스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51%에서 2017년 6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동영상 서비스 이용 증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야후는 이미 ABC 뉴스, CNBC,
콩트 내스트(Conde Nast) 등 주요 콘텐츠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 중
 그러나 야후는 2013년 4월 기준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점유율 6위에
그치는 등 동영상 서비스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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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프리미엄 콘텐츠 확보 및 광고 수익 확충 위해 훌루 인수 나서
l 업계 전문가들은 야후가 훌루 인수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광고 매출 및 유료 회원
기반 수익을 확보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훌루는 2012년 광고와 유료 회원 요금을 통해서만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6억 9,500만 달러(약 7,853억원)의 매출을 달성
 야후가 훌루를 인수할 경우 해당 수익 기반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훌루의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자사 타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
 또한 야후가 온라인 상에서 프리미엄 광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훌루를
통해서도 오리지널 콘텐츠와 관련한 프리미엄 동영상 광고 상품 등을 개발해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l 한편, 야후가 지난 5월 20일 11억 달러(약 1조 2,430억원)에 인수한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툼블러(Tumblr)도 훌루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
 툼블러는 사용자가 블로그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미국 내
10대와 20대 사용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
※ IT전문가 개리 탄(Garry Tan)이 2013년 1월 미국 10대와 20대 1,038명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텀블러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1%에 육박

 야후는 트렌디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툼블러를 훌루 서비스와
연계시킴으로써 젊은 이용자를 대거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l 그러나 야후의 인수로 훌루 가입자들의 서비스 이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만약 야후가 훌루 이용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실패하거나, 젊은 사용자층이 야후가 구태 의연한 서비스 업체라고 인식할 경우
야후의 훌루 인수 효과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전망
 실제 야후의 텀블러 인수 발표 직후 툼블러 사용자들이 경쟁 서비스인 워드
프레스(Wordpress)로의 이동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 2013년 5월 워드프레스 데이터 분석 사이트 아키스멧(Akismet)에 따르면 야후의 툼블러
인수 발표 후 툼블러에서 워드프레스로 이동된 글이 평소의 150배 수준인 7만 2,000개로
증가했다고 지적

참고문헌
1. AllThingsD, “Why Yahoo Could Become the Next Major TV Network”, 2013.6.10
2. Cisco,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2012–2017”, 2013.2.6.
3. CNET, “Yahoo going after Hulu's subscription revenue”, 2013.5.26.
4. MA.TT, “On Yahoo-Tumblr”, 2013.5.19
5. Wall Street Journal, “Is Tumblr More Prominent Among Teens Than Facebook?”,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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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동 음란물과의
전쟁 선포

개요
l 구글은 7백만 달러(약 80억원)을 투자하여,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물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공표(’13.6.15)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유재필

주요내용
l 구글은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물을 없애기 위해서, 7백만 달러(약 80억원)를 투자할 예정
임을 자사의 공식 블로그에 공지
- 미국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물은 지난 4년간
(’07~’11)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최근 영국에서는(’13.4), 5살 소녀의 납치살해범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납치 몇 주
전에 아동음란물을 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음란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인터넷 검색기업(구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짐
- 구글은 이를 위해 2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아동음란물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삭제하는 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밝혔으며,
- 추가적으로 미국실종착취아동센터, 인터넷감시재단(IWF) 등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계된 비영리 기관을 지원하는 아동보호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5백만 달러(약 원)
를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
l 기술적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구글은 아동음란물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화를
개발하여 타 관련기관에 공개 할 예정
- 구글은 2008년부터는 해싱(Hashing)이라는 태깅 기법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관리
해왔으며, 금번의 기술개발은 기존의 해싱결과를 고도화하는 수준이 될 것
※ 해싱 : 개별 이미지에 고유의 ID값을 부여하여 구글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제이미지를
검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사람이 일일이 음란물 이미지의 내용을 볼 필요가 없음

- 구체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전 세계 규모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업, 사법당국,
아동자선단체 등 외부에서 손쉽게 아동음란물을 검출, 삭제할 수 있도록 타
기관에 개방할 예정
※ 미국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따르면, 신고 되는 음란물의 절반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

- 공개 DB가 완성되면, 타 검색엔진이 이를 활용하여 검색결과에서 아동음란물이
자동 배제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추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공개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l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
- 포브스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는 불법콘텐츠의 유통으로 이해
될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법이며,
- 구글 검색로봇이 접근가능하지 못한 페이지들도 많아 아동음란물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이견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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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피해 청소년

미국 정신의학회 연례 회의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자살 위험 3배 높아

청소년에 비하여 자살 시도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 발표
l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연례회의에서 크리스티 킨드릭

미국 정신의학회,
사이버불링 피해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살 시도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

(Kristi Kindrick)박사는 사이버불링 피해 청소년과 자살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Youth Risk Behavior Survey , YRBS)를

활용하여

13-17세에 해당하는 15,545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
※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Youth Risk Behavior Survey , YRBS) : 미국 연방 정부에서 연2회
실시하는 청소년의 건강 위험 요인 조사

 미국 청소년의 사망 요인으로 사고, 살인에 이어 자살이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불링과 자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인터넷문화진흥단 문화기획팀

l 해당 연구는 청소년을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였고,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경험 여부에 대하여 질문
 조사 대상 청소년은 사이버불링 피해 그룹, 학교폭력 피해 그룹, 사이버불링과
학교폭력을 모두 경험한 피해 그룹,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
l 청소년 중 일부는 사이버불링이나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응답 청소년 6명 중 1명은 사이버불링, 5명 중 1명은 학교 폭력을 경험
 응답 청소년의 10%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6%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다고 답변
l 학교폭력이나 사이버불링 피해 청소년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시도를 하는 비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청소년 그룹 별 자살 시도 비율(%)

25.0%

21.1%

20.0%
14.7%

15.0%
9.5%

10.0%
5.0%

4.6%

0.0%
폭력 미경험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학교폭력과

그룹

피해그룹

피해그룹

사이버불링
피해그룹

※ 출처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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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의 자살 시도 비율 역시 학교폭력이나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경우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청소년 그룹 별 심각한 수준의 자살 시도 비율(%)
7.0%
6.0%
6.0%

5.4%

5.0%
4.0%
3.0%
2.0%

2.3%
1.5%

1.0%
0.0%
폭력 미경험 그룹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학교폭력과

피해그룹

피해그룹

사이버불링
피해그룹

※ 출처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l 한편,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사이버불링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이버불링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1%가 여자 청소년은 22%가 경험했다고 응답
 학교폭력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8%가 여자 청소년은 22%가 경험했다고 응답

참고문헌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Cyberbullying Put Teens at Risk of Suicide”, 2013.5.18
2. mdpsychfoundation, “Cyberbullying Linked To Increased Risk For Suicidal
Behaviors In Children”, 2013.5.27
3. psycongress.com, “Cyberbullying Increases Suicide Risk”, 2013.5.21
4. pediatricnews.com, “Cyberbullying triples suicide risk in teens”, 20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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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개정안,

개요

개인정보 침해 우려
l 미국의 이민법(Immigration Bill) 개정안이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13.6.11.),
무인항공기(Drone)에 의한 감시, E-Verify(전자신분증) 의무사용, 포토 툴(Photo tool)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우려가 대두

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안전정책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주요내용
l 무인항공기(Drone)에 의한 국경 감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기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은 이미
프레데터 드론(Predator drones)을 북부와 남부 국경의 순찰에 사용
※ 프레데터 드론(Predator drones)은 분쟁지역 감시를 위해 도입된 미국 공군의 무인정찰기
겸 공격기로, 고성능 비디오카메라, 기상레이더, 위성제어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 또는 악천후에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이민법 개정안은 남서부와 남부 국경 지역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감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민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 25마일 이내의
사유지에 영장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인감시를 국경 순찰
목적에 제한하고 있는 것과 충돌됨
※ 연방법에 의해 국경 순찰대는 미국의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있는 검문소에서 사람을
정지시키고 검문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개정된 이민법은 무인항공기가 가지는 개인정보침해 문제 및 우려를
그대로 가지게 됨
무인항공기법(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ㅇ 미국 민주당 의원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가 ‘무인항공기 프라이버시 및
투명성 법(Drone Aircraft Privacy and Transparency Act of 2012) 초안 공개(’12.8.1)
- (법 제안 배경) 무인항공기 기술로 침투적인 감시가 가능함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고 무인항공기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ㅇ 미국 상·하원은 공공 무인항공기 운영의 법적 기준 마련 등을 목적으로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Preserving American Privacy Act of 2013)(안)을
마련(’13.2.13.)
ㅇ 주요 내용
(제3119조) 정의
‘관련 정보(Covered information)’란 합리적으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및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산에 관한 정보

(제3119b조) 공공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이용
가능한 한 ‘관련 정보’의 수집·공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함

(제3119f조)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사적 이용
합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가족의 활동을 촬영하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

※ 출처 : lofgren.hou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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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Verify(전자신분증) 의무사용
 고용주가 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직원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의 정보를 입력
 직원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노동자가 종사하는 산업,
출생지를 포함한 이민정보, 사진 등의 정보 입력이 필수
 이민법 개정안은 E-Verify 시스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향후 4년
이내에 직원의 신상 정보 및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고용 권한 여부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함
※ 현재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함

 이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 직원에게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국토안보부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기록을 보유하게 되어 정보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됨
※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안보부는 약 1억1300만명의 여권 소지자와 2억 1200만명 가량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게 됨

l 포토 툴(Photo tool)
 포토 툴이란 전자신분증의 확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시스템
 사진, 지문, 홍채 스캔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
 지문은 일반적으로 입국 이민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됨
 사진을 포함한 ID카드로 미국 모든 성인의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참고문헌
1. Mother Jones, "Privacy Activists Worried About Immigration Bill", 2013.6.11.
2. Cato at Liberty, "Senate Moving Forward with Immigration Reform Bill",
2013.6.12.
3. WIRED, "Biometric Database of All Adult Americans Hidden in Immigration
Reform", 2013.5.10.
4. Post Politics, "Inside the immigration bill: E-Verify expansion draws fire",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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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기구,

개요

인도의 중앙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경고

l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 HRW)는 인도의 모든 전화와 인터넷을
감시하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Central Monitoring System : CMS)이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13.6.7)
※ 국제인권감시기구 : 1978년에 설립된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개인정보안전단

및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실시함

개인정보안전정책팀
주요내용
l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요내용
 지난 4월부터 인도 정부와 국가기관은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도의 모든
전화 및 인터넷 통신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며 감시·분석
 이것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으로 게시하는 모든 것을 인도 정부와
기관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의미
 인도는 정보기술 개정법(The Information Technology Amendment Act 2008)에
의해 전자감시(E-Surveillance)를 할 수 있음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은 Telecom Enforcement, Resource and Monitoring
(TREM)과 Centre for Development of Telematics (C-DoT)에 의해 준비됨
※ Telecom Enforcement, Resource and Monitoring (TREM)
: 인도의 통신 서비스, 우편 서비스, 교통 서비스, 게시물 관리, 전보 계정, 금융 서비스
등을 제어하는 정부 기관으로, 통신부서(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전자 및 정보
기술 부서(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게시물 부서(Department
of Posts)로 이루어짐
※ Centre for Development of Telematics (C-DoT)
: 인도의 정보 통신 기술 개발 센터로 1984년에 디지털 교류 방식 설계 및 개발을 목적
으로 설립 되었으며 지능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확대됨

 중앙과 지역의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법 집행기관의 차단 및 감시 활동을 돕기 위해,
델리(Delhi)·하리아나(Haryana)·카르나타카(Karnataka)의 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음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은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 없이 직접 통신 기록(Call Data
Records)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할 수
있음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화 통신 차단시스템(Telephone Call Interception
System : TCIS)에 연결되며, 이 시스템은 음성통화, SMS 및 MMS, 팩스,
영상통화, 3G네트워크 등의 모니터링에 도움을 줄 것임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는 정보국의 연구
분석부(Research and Analysis Wing, RAW), 인도중앙수사국(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CBI), 인도 수사청(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NIA),
국세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 마약통제국(Narcotics Control
Bureau, NCB), 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 ED)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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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뭄바이 경찰서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치에 따라 ‘소셜미디어 실험실(Social
media

lab)’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토렌트(Torrent)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콘텐츠를 검사함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동향 및 범행 계획 등을 파악
 정치인의 죽음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여자와 그 글에 ‘좋아요’를 남긴
친구를 체포하고, 정치인의 아들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남긴 사업가를 체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음
l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의 감시 활동은 인도의 어떠한 법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MS의 악용이 우려됨
인도의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현황
ㅇ‘인터넷과 사회 연구소(Centre for Internet and Society : CIS)’와 인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Internet Governanc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and Dialogue in 2013’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회의 진행
(’13.4.13)
ㅇ‘인터넷과 사회 연구소’는 2012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전문가 그룹 보고서(Report of Groups of Experts on Privacy)’를
작성한 위원회의 일원이었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THE PRIVACY
(PROTECTION) BILL, 2013)을 작성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보호, 통신
차단, 감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출처 : CIS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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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넷트레블러
(NetTraveler)' 극성

악성코드 '넷트레블러(NetTraveler)', 40개국에서 발견
l 보안업체

카스퍼스키(Kaspersky)가

악성코드

'넷트레블러(NetTraveler)'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13.6.4)

40개국

350개

보안사고의

원인으로 지목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넷트레블러’에 피해를 입은 국가만
40개국에 육박
 또한 지금까지지 ‘넷트레블러’가 일으킨 보안 사고도 350건을 기록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가장 많은 감염 건수를 기록한 국가는 몽골과 인도, 러시아로 확인됐으며, 한국
역시 감염 건수 기준 상위 8위를 기록
l ‘넷트레블러’는 주로 석유회사, 연구기관, 대학, 민간 기업, 정부기관, 대사관, 군사
시설 등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
 최근에는 항공 우주 관련 기술 및 에너지 생산 관련 데이터나 통신 관련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에 주력
‘넷트레블러’ 피해 국가 및 주요 공격 대상

※ 출처 : Kaspersky
l ‘넷트레블러’는 스피어 피싱(spear fishng) 기법을 이용해 목표 대상을 공격
 스피어 피싱 기법은 기존 이메일 기반의 피싱 공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타깃을 목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
 ‘넷트레블러’를 이용하는 공격자는 대상자가 믿을만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후
악성코드가 포함된 첨부 파일의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
l 카스퍼스키는 ‘넷트레블러’가 공격 대상에 적합하도록 첨부 파일명을 변경하면서
공격을 시도했다고 설명
 ‘넷트레블러’는 이메일에 첨부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형식(확장자 doc, xls 등)
및 PDF 파일에 잠복
 이를 통해 예를 들어 군 관계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이라면 “Army Cyber 
Security Policy 2013.doc”와 같은 문서명의 첨부 파일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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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넷트레블러’가 사용자의 시스템에 침입할 경우 시스템 내 모든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뿐만 아니라 데이터 추출, 사용자의 키 입력 기록 확인 및 각종 문서 파일의 탈취
등도 가능
 카스퍼스키는

현재까지 ‘넷트레블러’로 인해

도난

당한 데이터 규모만 22

기가바이트(Gigabyte)에 이를 것으로 추정
l 한편, ‘넷트레블러’는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
 카스퍼스키는 최초 ‘넷트러블러’가 발견된 시기가 2005년이지만 2004년에도
활동해 왔다는 보고가 존재한다고 설명
 또한 ‘넷트레블러’가 공격하는 보안 취약점은 이미 1년 전에 발견된 사항들이지만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넷트레블러’는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l 카스퍼스키는

자사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넷트레블러’의

배후

세력이

약

50명으로 구성된 해커 집단이라고 주장
 또한 해당 집단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으며 영어에도 능통한 공격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일부 ‘넷트레블러’ 감염 시스템, 악성 코드 ‘붉은 10월(Red October)’에도
동시 노출
l 카스퍼스키는 ‘넷트러블러’ 감염 대상이 악성 코드 ‘붉은 10월(Red October)’에
함께 감염된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붉은 10월’은 정부 및 외교·과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악성코드
 고유의 아키텍처를 이용해 보다 개인화된 변종 악성코드를 만들어 내는 등
‘넷트러블러’ 대비 보다 강력한 성능을 보유
 카스퍼스키는 ‘넷트러블러’와 ‘붉은 10월’에 동시 감염된 시스템이 6건 발견됐으나
두 악성코드 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
 그러나 ‘넷트레블러’로 인해 유출된 정보가 매우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격자들이 ‘붉은 10월’ 악성코드를 이용해 재공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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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32.7% 증가

2013년 스마트폰 평균가격의 하락과 신흥 시장 수요에 힘입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년대비 32.7% 증가
l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가

실시한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32.7% 증가

정책연구실 조사분석팀

 2012년 7억 2,250만대에서 2013년 9억 5,880만대로 증가
l 특히 2013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모든 휴대전화 출하량의 52.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피처폰 출하량을 추월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 예상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신흥신장에 걸쳐 모바일 데이터 및 휴대용 컴퓨팅 확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

시장성숙에 따른 전년대비 스마트폰 출하 성장률

구분

2013년-2017년

2013년

2017년

신흥시장

45.4%

12.5%

개발도상국

14.3%

4.6%

8.3%

전세계

32.7%

10.1%

13.3%

연평균성장률
15.7%

※ 출처 : IDC (2013.5.29)

 2013년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의 스마트폰 출하량 중 64.8%를 신흥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0년 43.1%에서 21.7% 증가한 수치

시장성숙에 따른 시장 점유율

구분

2013년

2017년

신흥시장
개발도상국
합계

64.8%
35.2%
100.0%

70.6%
29.4%
100.0%
※ 출처 : IDC (2013.5.29)

l 스마트폰 평균 가격 하락 또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2013년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372 달러(약 42만원)로, 2012년 407 달러(약
46만원), 2011년 스마트폰 443 달러(약 50만원)에 비해 해마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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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숙에 따른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

구분
신흥시장
개발도상국
전세계

2013년

2017년

$307
$491
$372

$259
$430
$309

2013년-2017년
연평균성장률
-4.2%
-3.3%
-4.5%

※ 출처 : IDC (2013.5.29)
 IDC의 라이언 리스(Ryan Reith) 프로그램 매니저에 따르면 신흥 시장에서 휴대용
컴퓨팅 기기가 될 수 있는 기기로 스마트폰을 꼽음
l IDC의

또다른

연구조사

Worldwide

Quarterly

Smart

Connected

Device

Tracker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 연결 디바이스(PC,테블릿,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4년 17억 대를 넘어서고 이중 약 10억대가 신흥시장에서 출하 될 전망
 특히 BRIC(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서의 출하량이 6억 6200만대로 예상되며,
선진국은 2040억 달러(약 230조 5,200억원)에 해당되는 4억여대 규모로 증가할
전망
전세계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 시장전망

※ 출처 : IDC (20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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