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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2013년

‘2013년 일본 정보통신백서’, 스마트 ICT 분야의 현황 진단과 경제적 가치

정보통신백서 발표

분석에 초점
l 일본 총무성은 자국의 정보통신 산업 현황을 정리한 ‘2013년판 정보통신백서’를 발간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스마트 ICT 성장에 따른
파급 효과에 주목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13.7.16)
 이번 정보통신백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스마트 ICT의 전략적 활용’을 중점 테마로
관련 산업 분야의 현황을 정리
l 백서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소셜, 4K/8K 등의 ICT 최신 트렌드를 ‘스마트
ICT’로 지칭하고, 일본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들의 활용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임을 명시
※ 일본 큐슈 대학과 카나가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ICT 투자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투자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 4K/8K : 일반 고화질(HD)보다 높은 해상도의 초고화질(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의 종류로서,
4K는 3840×2160, 8K는 7680×4320의 해상도를 의미

 백서에서는 ICT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일본 총무성이 제시한 스마트 ICT를 통한 경제 성장 모델

※ 출처 : 일본 총무성(2013.7.16)

l 백서에서는 가장 먼저 자국 스마트 ICT 분야의 활용 실태를 진단
 그 결과 일본은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분야의 이용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결론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률은 38.2%로 싱가포르(76.8%), 한국(67.8%)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
 SNS 이용률 역시 싱가포르(91.1%), 미국(84.7%), 영국(77.1%), 한국(69.2%) 등
주요 타 국가들에 비해 낮은 40.4%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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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미국은 70.6%
인데 반해 일본은 42.4%에 불과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의 경쟁력 향상과 활용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

l 특히, 통신, ICT 서비스(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프라), 단말 제조 등 ICT 산업 분야
에서 글로벌 사업 진출을 본격화 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
 ICT 부문의 해외 진출을 통해 달성 가능한 매출 규모는 2012년 자국 내 시장 규모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약 17.5조 엔(약 199조 2,1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제체(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고 있는 북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협력 국가로의 사업 진출이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
 향후 5% 이상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ICT 서비스 분야는 전 부문별 규모
확대에 집중하는 동시에, IT 컨설팅 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글로벌 사업 진출을
조언
 단말 제조 분야에서는 상품 자체의 글로벌 경쟁은 지양하는 대신 SDN이나 클라우드
등 차세대 서비스, 솔루션, 제조 인프라 등 타 부문과의 연계 협력을 활용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제언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집중적으로 분석
l 한편, 이번 백서에서는 빅데이터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조명
 2012년 기준 일본 내의 데이터 유통량은 약 2.2 엑사바이트(Exabyte)로, 이는 2005년의
약 5.5배에 달하는 수치
※ 1엑사바이트 = 100만 테라바이트(Terabyte) = 10억 기가바이트(Gigabyte)

l 특히 데이터 유통량 증가율과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
 빅데이터 유통과 축적량 증가는 생산성 향상 및 자본 축적의 증가와 같은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신규 사업 창출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 투자 활동 및 생산성 향상의 순환에 따른
간접 효과도 기대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연계
분석을 실행하거나 분석 결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
인식력 및 실행력의 향상에도 기여
l 그 결과, 소매업 분야에서는 판매 촉진 및 발주 최적화 등을 통해 약 1조 1,500억
엔(약 13조 913억원), 제조업에서는 인건비 효율화 및 전기요금 절약을 통해 약 4조
7,899억 엔(약 54조 5,268억원)의 경제 효과 발생 추정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생산비 감소와 판매 단가 향상에 따라 3,972억 엔(약 4조
5,217억원), 인프라 부문의 경우에는 인프라 수명 연장을 통한 신규 건설비 절감과
교통 연비 절감으로 약 1조 4,300억 엔(약 16조 2,787억원)의 경제적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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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예상되는 산업 부문별 경제적 파급 효과

※ 출처 : 일본 총무성(2013.7.16)

참고문헌
1. Internet Watch, “ビッグデータ活用の経済効果は年間7兆7700億円、2013年版情報通信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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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総務省,“「平成２５年版 情報通信白書」”, 2013.7.16

목 차

6

2013년 8월 1주

새로운 라이프로깅

클라우드 기반 나라토(Narrato), 다양한 SNS 콘텐츠의 통합 관리 기능 제공

(Lifelogging) 앱 나라토
l 영국 런던에 소재한 신생 벤처 나라토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는

(Narrato) 출시

아이폰(iPhone)용 유료 애플리케이션 ‘나라토 저널(Narrto Journal, 이하 나라토)’을
출시(’13.7.19)
 자신의 생활 모습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라이프로깅 앱이 인기를

SNS와

결합한

라이프로깅

저널 서비스 제공

누리고 있는 가운데, 나라토는 퍼스널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프로깅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주목
 연간 3.99달러(약 4,5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사진과 트윗 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무제한으로 보관 가능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나라토는 트위터(Twitter), 포스퀘어(Foursquare),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다양한
SNS에 올려진 자신의 활동상을 통합해서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저널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는

이메일

계정을

활용해

나라토에

로그인한

후

트위터,

포스퀘어,

인스타그램과의 계정 연동 여부를 결정 가능
 나라토 측은 조만간 페이스북(Facebook)과도 계정 연동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언급
l 나라토 앱은 일기처럼 자신의 생활상을 기록하는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
섹션과 SNS 콘텐츠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라이프스트림(Lifestream)’의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
 ‘데이 바이 데이’에서는 자신의 현재 위치 정보와 사진, 감정 표현 스티커 등으로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단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도록 지원
 ‘라이프스트림’에서는 연동된 SNS 상의 트윗이나 체크인 기록, 사진 등의 콘텐츠를
한 눈에 확인 가능
 이후 이용자가 개별 날짜를 선택해 특정일별로 자신이 기록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용도 가능하므로, 해외 체류 중이거나 비행기 등의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라이프로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라이프로깅 앱 ‘나라토 저널’ 이용 화면 스냅샷

※ 출처 : Nar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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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업계에서는 나라토가 SNS의 이용 확산으로 여러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들 서비스를
통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일상적인 기록들을 단일 앱을 통해 연대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나라토 측은 조만간 개발자들이 자사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API도 개방할 방침
l 한편 나라토는 향후 방대하게 축적되는 이용자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결합해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나라토 측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특정 개인의 일상과 관련한 방대한 정보가
통합·축적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잠을 얼마나 자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

라이프로깅, 스마트 단말 보급 및 디지털 기록 수요 증대로 대중화 급물살
l 자신의 일상생활을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SNS 기록 등을 통해 즉석에서 디지털로
기록하는 라이프로깅이 본격 확산되고 있는 추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를 활용해 자신의 생활을 기록해서 보존하려는 라이프로거(Lifelogger, 라이프
로깅을 행하는 사람) 증가
 또한 라이프로깅은 단순히 자신의 일상을 영구적인 디지털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
외에 이를 통해 자신의 운동량과 수면 습관, 식습관 등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
l 특히 최근에는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를 비롯한 웨어러블 컴퓨팅 단말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라이프로깅 트렌드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미

자신의

운동량

및

소모

칼로리를

측정해주는

나이키

퓨얼밴드(Nike

Fuelband),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 시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페블(Pebble) 등의
웨어러블 단말이 상용 출시된 상태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 역시 내년 중 출시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
l 그러나 라이프로깅 서비스 상에 축적된 이용자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지목
 라이프로깅 서비스에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서비스 운영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규제기관 등이 감찰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참고문헌
1. Realwire, “London startup Narrato gives lifelogging, journaling and scrapbooking a new
lease of life”, 2013.7.19
2. The Next Web, “Narrato: A great lifelogging journal for iPhone that draws on data from
Twitter, Instagram and Foursquare”,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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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퀘어,
이용자 데이터 활용한
신규 광고 상품 출시

포스퀘어(Foursquare), 체크인 데이터 이용한 타깃 광고 상품 출시
l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LBS) 사업자 포스퀘어가 사용자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 상품을 출시(’13.7.16)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위치를 기록하는 행위인 체크인(check-in)을
실행하면 포스퀘어가 해당 장소와 관련된 광고를 사용자에게 노출

사용자 위치 정보 활용한 타깃
광고 출시로 수익화 박차

 예컨대 레스토랑에서 체크인을 실행한 사용자에게 특정 브랜드의 와인 광고가
나타나는 방식
l 실제 주류 업체 캡틴 모건(Captain Morgan)은 포스퀘어의 새로운 광고 상품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이용해 프로모션을 진행 중
 2013년 7월부터 캡틴 모건은 바(Bar)나 클럽에서 포스퀘어를 이용해 체크인을
시도한 사용자에게 자사 주류 제품을 이용한 칵테일을 추천하는 광고를 발신
 이에 앞선 6월에는 장난감 전문점 토이저러스(Toys R Us)가 공원이나 놀이동산 등
아동들이 자주 갈만한 장소에서 체크인을 한 포스퀘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난감
판촉 광고와 20% 제품 할인 쿠폰을 함께 제공해주는 마케팅을 진행
포스퀘어(Foursquare)의 신규 광고 상품 예시

※ 출처 : CNET, Foursquare
l 포스퀘어는 신규 광고 상품의 과금 방식으로 ‘행동당 과금(Cost Per Action, CPA)’
방식을 채택
 광고 노출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거나 광고를 저장한 후
72시간 내에 클릭해야만 실제 광고 요금이 청구

위기설 겪고 있는 포스퀘어, 신규 수익 모델 발굴에 전력
l 포스퀘어는 이미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광고 상품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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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장소에 위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주변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는 ‘프로모티드 업데이트(Promoted Update)’가 대표적
l 그러나 이번에 출시된 신규 광고 상품은 기존 포스퀘어의 광고 상품 대비 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을 보유
 ‘프로모티드 업데이트’는 포스퀘어의 메뉴 중 하나인 ‘탐색(Explore)’ 탭에서만
나타나며 사용자가 검색 기능을 별도로 수행해야만 노출 가능
 반면

이번

광고

상품은

포스퀘어

사용자가

체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
l 최근 제기되고 있는 포스퀘어의 위기론이 신규 광고 상품의 출시 배경으로 지목
 2012년 초만 하더라도 포스퀘어는 약 7억 6,000만 달러(약 8,516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3,000만 달러(약 33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alll Street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퀘어의 2012년
매출액은 200만 달러(약 22억 원)에 불과한 상황(’12.11.20)
 미국 투자 분석 업체 프리브코(PrivCo)는 포스퀘어의 재무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13년 말쯤 5,000만 달러(약 56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
l 월스트리트저널은 포스퀘어가 지역 기반 광고를 개발하는 등 수익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특성 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체크인이 필요한 장소에 위치했을 경우에만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포스퀘어는 여타 서비스 대비 저조한 사용자 체류율을 기록
 따라서 광고 플랫폼으로서 포스퀘어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l 결국 포스퀘어는 체크인 과정에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을 채택
 포스퀘어의 사용자 경험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고안한 것으로 평가
l 포스퀘어는 이 외에도 보다 많은 광고주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
 신규 광고 상품이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포스퀘어는 검색 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광고 상품을 도입(’13.7.23)
 해당 상품은 사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여 장소를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상위에 의뢰 광고주의 프로필이 먼저 제시되는 형태로 제공

참고문헌
1. CNET, “Foursquare now showing ads after check-ins”, 2013.7.16
2. CNET, “Foursquare lets businesses boost their profiles in search”, 2013.7.23
3. Foursquare, “Foursquare’s post check-in advertising spotted in the wild”, 2013.6.19
4. PrivCo, “PrivCo's Top 10 2013 PREDICTIONS”, 2013.1.8
5. Wall Street Journal, “Investors Cool on Foursquare”,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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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스마트 태그

개요

기반 서비스 등장
l 최근 스마트폰의 근접통신 기술 및 저전력 기술인 블루투스 기술의 발전, 위치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분실물 등을 쉽게 찾아주는 스마트 태그 기반 서비스가
출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주요내용

유재필
l 스마트업 기업인 타일(Tile)은 아이폰(iPhone)을 통해 분실물 습득을 도와주는 타일
제품을 출시
 타일(Tile)은 자전거, 오토바이, 가방, 열쇠 등에 연결이 가능한 사각형 모양의 블루
투스 연결형 스마트 태그로, 킥스타터(KickStarter)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260만 달러(약 3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자금이 필요한 개인, 단체, 기업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 펀딩이라고도 함

 스마트 태그와 같이 제공되는 ‘타일앱(App)’을 통해 스마트 태그와 연결된 주요
물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타일에 묶인 물건을 분실 시, 타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의의 사용자가 분실물 근처에
이동하게 되면, 모든 타일 서비스 사용자에게 알람이 울리고 물건의 소유주에게
물건의 현재위치를 알리게 되는 등 소셜 협력에 기반한 습득물 찾기가 가능

타일 제품의 모습(좌)과 타일앱을 통한 실시간 위치 파악(우)

※ 출처 : The Tileapp.com
l 한편, 노키아(Nokia)는 증강현실과 근접통신을 통해 잃어버린 열쇠를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보물 태그(Treasure Tags)’ 서비스를 자사의 윈도우계열 스마트폰인
루미아(Lumia) 시리즈를 통해 제공할 것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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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의 Treasure Tags 디자인

※ 출처 : The Verge

- ‘보물 태그’는 근접센서가 내장되어 열쇠고리 등에 탈착이 가능한 스마트폰
액세사리로 NFC를 통해 스마트폰과 페어링 되고 블루투스 4.0에 의해 위치 추적
-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을 실행하게 되면, ‘보물 태그’의 위치가 지도상에 표현
되며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도 위치 파악이 가능
- 근접통신(페어링)의 범위를 벗어나면 정확한 위치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그의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알람 음이 나와, 페어링 여부
확인이 가능
- 태그의 전원은 블루투스 4.0의 저전력 기능을 활용, 약 6개월가량 지속

참고문헌
1. Techcruch, "Tile Grabs $2.6M Via Selfstarter For Its Lost Property-Finding
Bluetooth Tags Plus App", 2013.7.24
2. Gigaom, “Nokia’s Treasure Tags can help you find your keys” 2013.7.30
3. TheTileapp official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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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헬스 케어 IT 시장

IDC, 헬스케어 IT 시장 발전 전망 보고서 발표

발전 전망 보고서 발표
l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 Business Strategy : U.S. Clinical Mobility 2011-2016—Forecast
and Analysis 보고서 발표(’13.7.26)
-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는 의사, 간호사 등의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 진료 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헬스 케어 IT 관련 네트워크 및 보안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부분의 지출 향상 등 헬스 케어 IT 시장 발전을 전망

배병환

※ 헬스 케어 IT :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의료기록과 개인이 축적한 건강 관련 자료를
IT 기술을 활용해 관리함으로써 의료정보를 병원과 병원, 의사와 의사, 환자와 의사간에 원활
하게 공유하고,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미국 헬스 케어 IT관련 지출이 2011년 29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에서 2016년
54억 달러(약 6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12.7%의
성장률를 보이는 수치
※ 헬스 케어 IT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8.6%보다 높은 수치

- 이러한 성장의 요인은 전자건강기록(EHR), 전자처방전(eRx), 처방자동화시스템
(CPOE) 도입 확산 및 의료 관계자들의 환자 진료 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음
※ EHR(Electronic Health Records) : 모든 의료 기관의 전자 의료 기록(EMR)을 네트워크로 통합·
공유하는 첨단 의료 정보화를 의미
※ CPOE(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투약오류, 무관한 약물처방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

헬스케어 IT분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o 모바일 기기 소비
o 전자문서로 구현된 환자의 건강정보 사용량 및 진료 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환자 데이터 액세스 수요
o 헬스 케어 IT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o HIPAA 법안 준수 여부
※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1996년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으로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 출처 : IDC
l BYOD를 활용한 헬스 케어 IT 서비스가 제공됨 따라 네트워크와 보안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 의사와 임상의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임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환자들의 데이터를 체크
※ 스마트폰을 통해 X-ray 진료 오더 기록 작성 등 모바일 기기를 환자 진료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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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C 헬스 인사이트(IDC Health Insight) 담당자 던브랙(Dunbrack)은 환자들의
건강관리 교육을 위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환자의 건강상태를 비디오 형식
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 고도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
- 더불어 위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바일 보안과 정기적인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강조
※ 환자들의 의료 데이터들의 경우, 보안 메시지로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전송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해킹 시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1. Business Wire, “Total U.S. Clinical Mobility Spending Forecast to Reach $5.4Billion by
2016, According to New IDC Health Insights Report”, 2013.7.23
2. IDC, “Total U.S. Clinical Mobility Spending Forecast to Reach $5.4 Billion by 2016,
according to new IDC Health Insights Report”, 2013.7.23
3. Healthcare ITnews, “Clinical mobility market grows by leaps”, 20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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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정치경제대학,

런던 정경대, 유럽 25개국 아동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유럽 아동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l 런던 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은
유럽 25개국 9~16세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2013.7)

아동의 온라인 활동 유형, 경험한

※ 보고서명 : Country Classification : Opportunities, Risks, Harm and Parental Mediation

위험 요소 등을 조사

※ 이 연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25개 국가의 9-16세 아동 2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의 온라인 활동 유형, 온라인에서 경험한 위험 등에 대해 조사

l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아동의 온라인 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EU 25개국을

Restricted learners, Young networkers, Diversity, Moderates, Restricted
인터넷문화진흥단 문화기획팀

Learners, advanced의 5가지 그룹으로 분류
 국가별로 아동의 온라인 이용 시간, 이용 목적을 조사하고, 아동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
온라인 활동 특성으로 분류한 아동의 6가지 유형
아동 유형
Restricted leaners
Young networkers
Moderates
All round explorers)
Intensive gamers
Experienced networkers

특징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적은 범위의 온라인 활동을 함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주로 함
온라인에서 학습활동을 주로 함
자주, 다양한 종류의 온란인 활동을 함
온라인에서 게임을 주로 함
게임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활동을 자주 함

※ 출처 :

Opportunities, Risks, Harm and Parental Mediation

 아동 유형별 분포 비율을 바탕으로 EU 25개국을 5가지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EU 국가와 분포도(Map of opportunities country clusters)
그룹
Restricted
learners
Young
networkers
Moderates
Diversity
Advanced

해당 국가
독일(DE), 프랑스(FR), 이탈리아(IT), 터키(TR), 영국(UK)
오스트리아(AT), 헝가리(HG), 아일랜드(IE), 슬로베니아(SI)
키프로스(CY), 그리스(EL), 폴란드(PL), 포르투갈(PT), 루마니아(RO),
스페인(ES)
벨기에(GE), 불가리아(BG), 체코(CZ), 덴마크(DK), 에스토니아(EE),
핀란드(FI), 리투아니아(LT), 네덜란드(NL)
노르웨이(NL), 스웨덴(SE)

※ 출처 :
N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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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Risks, Harm and Parental Mediation

l 또한 아동이 온라인에서 경험한 위험 유형과 정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EU
25개국을 3가지 그룹으로 분류
 국가별로 아동이 온라인에서 위험을 경험했는지의 여부, 경험한 위험의 유형 등을
조사하고 아동을 No risk, Sexual risks, Contact risks, Higher risk and harm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아동 유형별 분포 비율을 바탕으로 EU 25개국을 Higher risk/harm, Lower
risk/harm, Sexual risks의 3가지 그룹으로 분류
 한편, 보고서에서는 국가가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한 캠페인 진행할 경우, 각
국가가 해당되는 그룹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
그룹별 EU국가와 분포도(Map of risk and harm country clusters)
그룹
Higher risk/harm
Lower risk/harm
Sexual Risks

해당 국가
오스트리아(AT), 벨기에(GE), 불가리아(BG), 체코(CZ), 에스토니아(EE),
프랑스(FR), 리투아니아(LT), 루마니아(RO), 슬로베니아(SI),.스웨덴(SE)
키프로스(CY), 독일(DE), 그리스(EL), 헝가리(HG), 아일랜드(IE),
이탈리아(IT), 폴란드(PL), 포르투갈(PT), 스페인(ES), 터키(TR),
영국(UK)
덴마크(DK), 핀란드(FI), 네덜란드(NL), 노르웨이(NL)

※ 출처 :

Opportunities, Risks, Harm and Parental Mediat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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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정보관리청,
모바일

앱의

개요

개인정보

수집·공유에 관한 행동
강령 초안 발표

l 미국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모바일 앱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앱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앱 개발자 행동강령의 초안을 발표(’13.7.25)
 모바일 앱에서 수집·공유되는 개인정보 등 앱의 정보를 일관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
※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 : 1970년에 창설된 백악관의 통신정책청과 상무부의 통신청을 통합
이관하여 1987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주정부·지방정부·개인회사·단체·
국제기관 등의 통신정보 관련 사안들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관

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안전정책팀

l 앱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 행동강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앱 개발자 및 회사에 강요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대해 우려

주요내용
l 미국통신정보관리청 뿐만 아니라 주요 통신회사, 소규모 앱 개발자 및 개인정보보호
옹호 단체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위한 자발적 행동강령(Voluntary
Code of Conduct for Mobile application)’의 초안을 작성
 이 행동강령은 앱의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장치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공지하는 방식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수집·공유에 관한 공지 예

※ 출처 : 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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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행동강령의 목적
 앱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일관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
 이용자가 앱의 개인정보 수집·공유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l 모바일 앱에 공지되어야 하는 내용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지 여부 및 제3자의 범위
 개인정보보호 정책 게시 및 접근 방법
 앱 제공 회사의 정보
모바일 앱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o 생체인식정보 : 지문, 얼굴인식, 음성인식 등 신체에 관한 정보
o 웹 브라우저 기록 : 웹 사이트 방문 목록
o 전화 및 문자 메세지 기록 : 전화 및 문자 메세지의 발신·수신 기록
o 연락처 : 모바일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 SNS의 친구 목록,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주소 등
o 금융정보 : 신용카드, 은행거래내역 등
o 건강 및 의료정보 :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o 위치정보 : 과거 갔었던 장소 및 움직인 위치, 현재 위치 등
o 사용자 파일 : 모바일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일정, 사진, 영상 등
※ 출처 : NTIA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제3자의 범위
o 광고회사
o 모바일의 네트워크 통신을 제공하는 회사
o 고객 정보 판매 회사 : 다른 회사에게 고객 정보를 재판매하는 회사
o 데이터 분석 회사
o 정부 기관
o 모바일 장치의 운영체제 제공 회사
o 앱 스토어(App store) 등 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o 해당 모바일 앱을 만든 회사의 다른 앱
o 소셜 네트워크
※ 출처 : NTIA
l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타사)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과 제3자 간의 명시적인
계약이 필요하며, 제3자가 해당 앱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공유
하는 것은 제한
l 개인정보 수집·공유에 대한 공지의 예외
 식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경우 공지의 예외가 되나, 이 경우에도
비식별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
 앱 기능의 유지·보수·개선, 사용자 인증 등 운영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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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생활 침해 논란

英 인권단체 및 프라이버시 단체, RIPA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로 인한 RIPA 법률
개정 필요

l 영국의 주요 인권 단체 및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영국 정보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에 의한 민간인 대상의 대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허용해 온 법 규정에 대한 긴급 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내무부
상임위원회에 제출(’13.7.14)

영국 인권 단체 및 프라이버시
단체는 英 정보감청기구인

 문제를 제기한 단체들은 GCHQ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으로, 템포라(TEMPORA)와
같은 감시 프로그램이 정당화되고, 미국과의 정보 공유로 이어져 정보 유출 가능성이

GCHQ의 데이터 수집을

커질 수 있다고 주장

허용한 RIPA 법률 개정 요구

※ 템포라(TEMPORA) :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보통신본부가 합동하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도청감시 활동, 가디언(Guardian)에 따르면 템포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20억 명 가량의 일상을 감시해왔다고 밝힘

 이를 위해 대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허용해 온 RIPA 법률에 대한 검토를 요청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보호기획팀

※ RIPA(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2000년 제정된 조사권한규제법. 이
법은 국가 안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선 연장이 있을 경우 인터넷 전송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GCHQ 활동의 근거가 됨

RIPA 개정 검토 요청한 英 인권 단체 및 프라이버시 단체
단체명

주요 활동
Big Brother Watch :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정책을 감시
하는 비영리 단체로, 주요 수행업무는 영국 시민권 연구, 감시
권력의 확장 감시와 개인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상태 및 오용 감시
Liberty : 시민의 자유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위원회로,
인간의 존엄성, 평등한 대우, 공정성의 가치 증진 도모를 위해 캠
페인, 정책 분석, 의회 로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ARTICLE 19 : 세계인권선언 제 19조(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에 입각해 관련된 권리 주장을 해온 비영리
단체. 영국은 물론, 방글라데시, 브라질, 케냐, 멕시코, 세네갈, 튀
니지, 미국 등에서 규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ORG : 인터넷 상에서 표현, 개인 정보보호, 혁신, 창의력과 소비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Privacy International : 개인정보보호 권리 준수와 함께 정부 및
기업의 감시로부터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개
인정보보호 기구, 47개국에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국제 개인 정보보호 기구
English PEN :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145개 센터를 보유한
작가 협회 창립 센터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 위협으로부터
영국을 비롯해 전세계 작가와 독자를 보호하는 캠페인 전개
Index Censorship : 검열에 대한 권리 촉진 및 방어를 수행하는
국제 조직으로 디지털, 권위, 정치와 사회, 접근, 종교 문화 등 5개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 확대,
토론,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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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국의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이 된 RIPA와 GCHQ
 RIPA는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으로 2000년 영국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GCHQ에 강력한 정보 수집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모호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감시는 금지돼 있으나 외국인 수사 범위가 모호해 내국인과 통화하는
외국인이 규제 대상인지 불분명하며, 수사 대상의 혐의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GCHQ의 정보 수집을 허용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ehla

GCHQ, 해저 케이블 해킹 방식으로 민간인 정보 수집
l GCHQ는 영국 3대 첩보 기관 중 하나로, 국가 및 민간인 대상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보유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의 컴퓨터 및 전화 도감청을

해왔던 사실이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에 의해 폭로된
바 있음
 민간인 사찰을 위해 영국 연안을 지나는 환대서양 통신 케이블을 해킹해 각국 민간인의
전화통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몰래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남
 현행 영국법 상 도청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데다가 민간인 감청 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률의 남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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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래스, 보안 취약점

구글 글래스, QR 코드 자동 인식 기능 역이용한 해킹에 취약
l 보안 전문 업체인 룩아웃(Lookout)이 상용화를 앞둔 웨어러블 단말 구글 글래스

속출

(Google Glass)의 QR 코드 인식 기능과 관련해 보안 위험 가능성을 제기

QR 코드를 악용한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 제기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룩아웃에 따르면 QR 코드를 통해 단말의 암호화 기능을 무너뜨리는 와이파이 네트
워크나 단말을 원하는 대로 제어 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심어진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 해킹이 가능
l 룩아웃의 마크 로저스(Marc Rogers)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해킹 방식은 구글
글래스의 사진 이미지 자동 인식 및 분석 기능을 악용한 것
 로저스 연구원은 동 기능은 자동적인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공
하지만, 동시에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트로 접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여기에 QR 코드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단말을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역이용하면 이용자도 모르게 단말 이용 환경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설명
l 로저스 연구원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성이 다양한 방식
으로 악용 가능함을 증명
 QR 코드를 이용해 악성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웹 접속이나 이미지
및 동영상 송수신 데이터까지 모두 해킹 가능
 뿐만 아니라 구글 글래스에 적용 중인 안드로이드(Android) OS 4.0.4 버전의 보안
취약성을 겨냥한 웹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
l 룩아웃은 지난 5월 중순에 해당 연구 결과를 구글(Google) 측에 보고했으며, 구글은 2
주 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QR 코드를 통한 자동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개선
 구글은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QR 코드를 통해 특정 네트워크에 자동으
로 접속하기 전에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접속을 허가하도록 변경
 구글 대변인은 구글 글래스 보안 이슈는 상용화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베타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취약성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

구글 글래스, 지속적인 보안 취약 문제 제기...사생활 침해 문제가 가장 심각
l 보안 전문 업체 시만텍(Symantec)은 구글 글래스의 무선 AP 자동 접속 기능에 대한
보안 위험성을 이미 한 차례 경고
 예컨대 해커들은 가짜 무선 네트워크 단말기를 구입해 유명 AP 이름을 도용함
으로써 구글 글래스가 자동으로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시만텍은 구글 글래스가 한 번 접속을 승인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접속
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이터 트래픽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
 이를 통해 단말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도청하는 ‘중간자 공격(Man In
The Middle attack, MITM)’이라는 방식의 해킹이 성립된다고 덧붙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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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난 4월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제이 프리만(Jay Freeman)이 구글 글래스를
탈옥(Jailbreak)해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증명
 프리만은 구글 글래스를 통해 이용자의 모든 생활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경고

l 한편, QR 코드를 활용한 보안 공격의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
 2007년 국제 해커 컨퍼런스인 카오스 커뮤니케이션 콩그레스(Chaos Communication Congress, CCC)에서는 일반적인 종이 신문에 게재된 QR 코드를 악용해
이용자들의 단말을 해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지난 2012년에는 독일 기술 대학의 라비 보르가온카르(Ravi Borgaonkar) 통신 보안
전문 연구원이 삼성(Samsung)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3(Galaxy S3)의 QR 코드 인식
기능을 통해 단말 환경을 초기 설정 상태로 되돌리도록 조작할 수 있음을 시연
 웨어러블 컴퓨팅 단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름이나 패스워드 입력을 통해 와이
파이에 접속하는 대신 QR 코드를 활용한 자동 네트워크 접속 기능을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QR 코드 기반 해킹에 더욱 취약
 전문가들은 신규 단말을 빠르게 획득해 이용하려는 얼리 어덥터(early adopter)들은
QR 코드와 같이 편의성을 제공하는 일부 기능이 오히려 24시간 감시 단말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

참고문헌
1. Forbes, “Google Glass Hacked With QR Code Photobombs”, 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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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신규 검색
서비스, 악용 가능성 제기

‘그래프 서치(Graph Search)’, 피싱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제기
l 페이스북(Facebook)은 자사의 새로운 검색 서비스 ‘그래프 서치’를 일반 사용자에게
전면 공개(’13.7)
 그래프 서치는 키워드 중심의 검색 기능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활동 정보의 수집 기능이 결합된 소셜 검색 서비스

광범위한 검색 범위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증대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페이스북 사용자는 그래프 서치를 이용해 ‘특정 영화를 좋아하는 내 친구’,
‘캘리포니아의 멕시칸 식당을 방문해 본 내 친구’, ‘나의 근처에 살면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내 친구’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

l 그래프 서치는 2013년 1월부터 소수의 테스트 그룹에게만 접근이 허용됐으나,
이번 서비스 공개로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성별이나 연령, 결혼 여부, 직장 등에 따른
검색 결과 필터링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그래프 서치의 기능을 대폭 보강
 페이스북은 현재 사람(People), 장소(Places), 사진(Photos), 관심사(Interests)로
한정된 그래프 서치의 검색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그래프 서치(Graph Search) 이용 예시

※ 출처 : Facebook
l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그래프 서치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향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페이스북 상에 업로드 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공개 범위를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자신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용자가 그래프 서치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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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안 업체 엔써클(nCircle)의 앤드류 스톰(Andrew Storms) 이사는 개인정보
탈취를 원하는 피싱(phishing) 공격자들에게도 그래프 서치 출시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
 그래프 서치의 출현은 기존 검색 엔진을 이용해 이름, 주소, 이메일 정보 등을
확보해 온 피싱 공격자들이 취미나 선호와 같은 더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
 또한 불필요한 결과까지 노출되는 일반 검색 엔진 대비 그래프 서치는 SNS 상의
개인 활동 정보만 노출되므로 사생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접근을 실현
 보안 업체 소포스 랩(Sophos Labs)의 리처드 왕(Richard Wang) 매니저 역시
피싱 공격자들이 그래프 서치를 통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공격 대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l 실제 온라인 매체 어바웃닷컴(About.com)은 해커들이 그래프 서치를 이용해
피싱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
 예컨대 상대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70대 사용자 중 복권과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용자를 그래프 서치로 추려낸 뒤, 경품 당첨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세밀한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
 즉 불특정 다수에게 감행됐던 피싱 공격이 그래프 서치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경고

페이스북 사용자, 그래프 서치 대비한 보안 옵션 강화 필수
l 보안업체 카스퍼스키(Kaspersky)는 공유를 원치 않는 정보가 그래프 서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전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카스퍼스키는 가장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정보 중 어떠한 항목이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노출을 원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비공개 설정을 취할
것을 요구
 또한 사용자의 친구를 그룹화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자체 기능을 이용해 친구들을
분류한 후 각 그룹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
 자신이

‘좋아요(Like)’를

클릭한

콘텐츠

역시

그래프

서치의

검색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좋아요’ 정보에 대한 비공개 설정이 필요
 마지막으로 카스퍼스키는 위와 같은 과정을 정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그래프
서치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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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C, 모바일 헬스 앱의
개인정보유출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개요
l 비영리

정보보호

감시단체

PRC(Privacy

Rights

Clearinghouse)에서

모바일

헬스(Health)·피트니스(Fitness) 앱 43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 등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13.7.15)
※ Privacy Rights Clearinghouse

: 1992년에 설립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정보보호감시

단체로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안전정책팀

l 43개의 앱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며, 앱 개발자 측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
발견
l 이번 연구 결과에는 헬스 앱 등의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명시

주요내용
l PRC는 모바일 헬스 앱 등에 대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양 측면에서 분석
 헬스 앱, 피트니스 앱 뿐만 아니라 임신추적기, 정신건강 체크, 식이요법 관리 등
의료정보를 다루는 앱을 모두 포함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의 상위 200개의 앱 중
헬스·피트니스 카테고리의 43개(무료 앱 23개, 유료 앱 20개)의 앱을 대상으로 분석
l 이번 조사 및 연구의 목적은 헬스 앱 등에 대한 이용자와 개발자의 인식이 개인정보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가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l 조사 결과
모바일 헬스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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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앱

유료앱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게시되어 있음

74%

60%

앱에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링크함

43%

25%

이용자 정보 분석 시 비식별 자료를 사용함

70%

70%

이용자가 공개한 정보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지함

57%

15%

이용자의 정보가 광고주에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함

52%

30%

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

39%

30%

이용자의 정보가 암호화 되어있음

13%

10%

이용자가 개발자에게 자신의 정보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57%

30%

이용자가 제 3자에게 자신의 정보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35%

30%

l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전송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공지가 미흡한 것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의 위험성이 존재
 43개의 앱 중에 72%가 개인정보에 관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l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앱 개발자의 체크리스트
 앱을 이용하는데 필수사항이 아니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저장·전송하지 말 것
 이용자 정보 수집 시에는 그 목적과 수집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릴 것
 데이터 전송 시 모든 네트워크에서 SSL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 할 것
※ SSL(Secure Sockets Layer) :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로 인증하며, 암호화 기능이 있음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SSL 보다 더 강하게 암호화 할 것
 URL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말 것
※ 개인정보가 노출된 URL의 예
: 위의 URL에서는 이용자가 에이즈(AIDS)의 가능성이 있고, 뉴욕에 거주하며, 2013년 1월
에이즈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URL은 단일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재사용 할 경우 기존 이용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끝나면 폐기해야함

l 모바일 헬스 앱 이용자를 위한 조언
 앱 다운로드 전에 미리 그 앱에 대하여 조사할 것
 유료 앱과 무료 앱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고려할 것
 앱에서 개인정보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앱에 제공하는 정보가 개발자 및 제3자(광고주 등)에게 전송·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것
 앱 이용을 중지하면 앱에 기록한 정보를 삭제하고, 앱 자체를 삭제할 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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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C, “Mobile Health and Fitness Apps: What Are the Privacy Risks?”,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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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Card의 취약점으로
인해 수백만대의 휴대폰이
위험에 노출

개요
l 독일의 암호 해독 연구소에서 휴대전화 SIM 카드의 특정 암호화 유형에 취약점이
발견되어 수백만 명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일부 SIM 카드의 사용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임을 공개
 베를린의 보안 연구소의 카스텐 놀(Karsten Nohl)은 SIM 카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침해예방단 응용기술팀,
연구개발팀

개인정보 침해 및 금융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 가능함을 자신의 블로그에
간단히 소개, “블랙 햇(Black Hat) 보안 컨퍼런스 2013”에서 자세히 공개할 예정
※ SIM 카드 : 가입자 식별 모듈을 구현한 IC 카드로, 이동 통신 시스템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식별 카드

SIM 카드

※ 출처 : The Hacker News

주요 내용
l 연구팀은 약3년 동안 SIM 카드의 취약점을 연구하였으며 약1000개의 SIM 카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여 취약점을 발견
 이 테스트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SIM 카드를 대상으로 실시
l DES 암호화를 사용하는 SIM 카드의 디지털 키(56 Bit DES OTA key)를 획득하여
카드 조작 가능
 조작된 OTA 업데이트 명령 메시지를 전송하여 응답하는 오류 메시지를 획득하고 이
메시지의 서명을 조작하여 SIM 카드의 암호를 해독
 취약점을 이용하여 원격 제어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특정 모바일 SIM 카드를
복제할 수 있음
※ DES(Data Encryption Standard) : 블록 암호의 일종으로, 미국NBS에서 국가 표준으로 정한
암호이며 대칭키 암호
※ OTA(Over the Air) :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 등록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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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취약점을 이용하여 SIM 카드의 샌드박스(Sendbox)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격이 가능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은 샌드박스 시스템 내의 지불 결제 데이터를 접근 할 수 있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금융 피해를 입힐 위협 존재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휴대전화 사용자의 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전송할 수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 유발 가능
※ 샌드박스 시스템(Sendbox system) :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차단해 주는 보안 시스템

l SIM 카드의 취약점이 실질적으로 악용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해커들이 위와 같은 취약점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악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l GSM 협회 및 주요 SIM카드 제조사, 통신사는 밝혀진 취약점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l 국내 SIM 카드 제조 및 사용 업체들의 지속적인 보안연구 강화 및 피해예방 전략
마련 및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SIM 카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안전성 검사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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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reatpost, “SIM CARD VULNERABILITY COULD AFFECT HUNDRE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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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가입자

VoIP 서비스
수 10억 명

돌파 전망

모바일 VoIP 서비스 성장세
l 시장조사기관인 인포넥티스 리서치(Infonetics Research)는 2013년 글로벌 모바일
VoIP 서비스 가입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며, 스카이프(Skype)의 주도로
해당 시장이 급속히 성장 중이라고 밝힘
l 한편, 글로벌 VoLTE 가입자 수가 2017년에 16억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국제협력실 해외진출지원팀
주요내용

l 시장조사기관인 인포넥티스 리서치는 글로벌 모바일 VoIP 서비스 가입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2012년 글로벌 VoIP 가입자 수는 2011년 대비 550% 증가한 6억 4,0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으며, 스카이프의 주도로 해당 시장이 급성장 중
 또한, 모바일 VoIP 서비스 사업자인 프링(Fring), 카카오톡(KakaoTalk), 라인
(Line), 님버즈(Nimbuzz), 위챗(WeChat), 바이버(Viber) 등 가입자 수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모바일 VoIP 가입자 수가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해 2012년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 가입자 당 평균수익이 7.13달러(약 8,000원)에 그쳐, 이에 상기
사업자들은 광고 확대와 외부 애플리케이션 개시를 통해 수익을 확보 중
l 한편, 인포넥티스 리서치는 글로벌 VoLTE 가입자 수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
 LTE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VoLTE 가입자 수는 2017년에 16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모바일 VoIP 서비스 가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억 명)

※ 출처 : Infonetics Research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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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 세계 모바일 VoIP 서비스 사용량 급증과 글로벌 사업자들의 同 서비스 시장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질의 모바일 VoIP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될 전망
 이에, 국내 관련 사업자들이 양질의 모바일 VoIP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점유율 확보
및 자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l 한편, VoLTE 시장의 경우, LTE 도입 확산으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은 VoLTE를 수익 창출의 목적보다는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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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무료 앱 비중이
전체 90% 차지

애플 앱스토어의 무료 앱 비중 증가 추세...광고 배제한 유료 앱 보다
무료 앱이 인기
l 모바일 앱 분석 업체 플러리(Flurry)가 모바일 앱스토어의 앱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의 경우 무료 앱 판매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플러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모바일 앱스토어 내 약 35만 개의 앱 가격 정보를

유료 앱 이용률은 안드로이드가

분석

iOS보다 저조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4%에서 2011년 80%로
감소했다가 2012년에 다시 84%로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90%까지 증가
 반면 0.99달러(약 1,000원) 앱의 비중은 2011년 15%에서 2013년 6%로 감소했으며,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1.99달러(약 2,300원) 이상 유료 앱 역시 2011년 5%에서 2013년 4%로 감소
l 앱 개발자들은 앱 내 광고 수익, 앱 내 결제(in-app purchase), 광고를 없앤 앱의
유료 버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
 일반적으로 광고를 없앤 앱 버전은 0.99달러(약 1,000원)에서 1.99달러(약 2,300원)로
책정되며, 일부 앱의 경우에는 유료 앱 전환 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
l 플러리는 무료 앱이 증가하는 이유는 유료 앱으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즉, 모바일 앱 이용자들은 광고를 배제하거나 고품질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유료 앱
보다 무료 앱 이용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
애플 앱스토어의 가격대별 앱 비중 증감 추이

※ 출처 : Flurry
l 따라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무료 앱 제공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
 개발자들은 가격 테스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앱 구매 의향을 조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앱 가격을 결정하는데, 테스트 후에 무료 앱으로 전향되는 앱의 비중은 2011년 61%
에서 2013년 8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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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개발자들이 가격 테스트 결과, 0.99달러(약 1,000원)의 가장 낮은 가격일지라도
유료로 앱을 제공하는 것은 앱 자체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모바일 앱 평균 구매 비용은 안드로이드가 iOS보다 낮은 수준
l 한편, 2013년 4월 기준 안드로이드폰(Android Phone), 아이폰(i Phone), 아이패드
(iPad) 이용자들의 평균 앱 구입

비용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안드로이드폰이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
※ 이는 2013년 4월 한 달 동안 이용자들의 앱 이용 금액을 조사한 결과이며, 평균 금액은 무료 앱까지
포함해 추산

 안드로이드폰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 6센트(약 70원)를 지불하는 반면, 아이
폰 이용자와 아이패드 이용자는 각각 19센트(약 200원)와 50센트(약 560원)를 지불
 플러리는 무료 앱에 대한 선호도는 안드로이드 단말 이용자들 사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l 아이패드 이용자들의 한 달 평균 앱 구매 비용은 아이폰 이용자의 2.5배이자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플러리는 아이패드 소유자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단말 소유자들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앱에 대한 지불 금액 수준도 높다고 분석
l 플러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제는 앱의 수익 기반을 유료 앱 판매나 앱 내 결제보다는
앱 내 광고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개발자들이나 광고주들은 향후 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앱 내 광고를 통해 앱 이용자
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주요 단말별 월 평균 앱 구매 비용 비교

※ 출처 : F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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