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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TT, 지진 피해지역 대상 종합 재해정보 시스템 운영 개시
미국 FDA, 무선 의료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규제발표
인텔, 구글 글래스 경쟁사 레콘(Recon)에 대규모 투자 단행
구글, 자사 SNS 서비스 구글 플러스 살리기 본격화

일본 NTT,

재해 발생 시 포괄적 정보 수집을 통해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지진 피해지역 대상 종합

가능한 서비스 제공

재해정보 시스템 운영 개시

l NTT 커뮤니케이션즈(이하 : NTT)는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시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해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일괄 전달할 수 있는 '재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주소센터
인터넷주소기술팀

l 이 시스템은 총무성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이시노마키 시 종합 방재 훈련을 통해 운영을 개시(’13.10.6)
재해에 강한 정보 연계 시스템 개념도

※ 출처 : NTT.com

주요내용
l ‘재해 정보 연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요기능으로 구성
-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집계 기능’
-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와 스마트 단말로 정보를 배포하는 '정보 전달 기능’
- 주민들 간 상호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 안부 확인 기능’
- 피난민 관리 및 피난민의 상황을 등록할 수 있는 '피난민 관리 기능’
- 지자체 직원 소집 상황을 확인할 수 ‘직원 소집 기능’
- 소방청의 ‘J 경고’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외부 시스템 입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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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으로 정보 수집 및 통합 관리를 실현하는 ‘정보 집계’
- 이시노마키 시 공무원이나 각 공공 기관 및 사업자 등이 시설 등의 피해 정보 및
쉼터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 재해 교통 정보 등을 시스템에 입력
- 재해 대책 본부가 중앙에서 이들 정보를 조사 · 집계하여 다른 정보와 일관성을
평가 후 정확성을 향상시킨 후 참가자 간 공유 및 주민에게 전달

- 주민신고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취한 조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상황을
추적하고 직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재해 시 수집 및 전달되는 정보 목록
【시스템】 J-ALERT 발신 (내각 관방)
【시스템】 J-ALERT 발신 (기상청)

【홍보 - 생활 정보】 자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시스템】 기상청 발신 (경보 · 주의보)

【홍보 - 생활 정보】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

【시스템】 기상청 발신 (기타)

【홍보 - 생활 정보】 기타의 이재민 지원에 대한 정보

【시스템】 하천 관리자 발신 (경보 · 주의보)
【시스템】 하천 관리자 발신 (기타)

【홍보 - 교통】 도로 통행 규제 정보

【시스템】 재해 대책 본부 설치

【홍보 - 교통】 도로 정체 정보

【시스템】 피난 권고 · 지시

【홍보 - 교통】 도로 공사 정보

【시스템】 대피소 개설 · 폐쇄

【홍보 - 교통】 도로 노면 상황에 대한 정보

【시스템】 피해 요약 (개요)

【홍보 - 교통】 철도 운행 정보

【시스템】 피해 요약 (상황)

【홍보 - 교통】 버스의 운행 정보
【홍보 - 교통】 여행 정보

【활동성】 인적

【홍보 - 교통】 선박 도로 운행에 관한 정보

【활동성】 살 집 건물

【홍보 - 교통】 기타 대중교통의 운행에 관한 정보

【활동성】 비 주거 집 건물

【홍보 - 라이프 라인】 급수에 대한 정보

【활동성】 도로

【홍보 - 라이프 라인】 전기에 대한 정보

【활동성】 교량

【활동성】 전기

【홍보 - 라이프 라인】 상수도에 대한 정보

【활동성】 상수도

【활동성】 하수도

【홍보 - 라이프 라인】 하수도에 대한 정보

【활동성】 가스 시설

【활동성】 통신망

【홍보 - 라이프 라인】 가스에 대한 정보

【활동성】 고등학교

【활동성】 중학교

【홍보 - 라이프 라인】 통신망에 대한 정보

【활동성】 초등학교

【활동성】 유치원

【홍보 - 라이프 라인】 임시 재해 방송 정보

【활동성】 보육

【활동성】 재해 약자 관련 시설

【활동성】 의료 시설

【활동성】 재해 중요 시설

【활동성】 기타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
노상 고장 차량에 대한 정보
노상 장애물에 대한 정보

【홍보 - 생활정보】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도로 화재에 대한 정보

【홍보 - 생활정보】 안치소에 대한 정보

화재 · 구급 · 구조 요청

【홍보 - 생활정보】 재해 습득물 정보

해상 정보

【홍보 - 생활정보】 식사 제공 · 물자 배포에 대한 정보

하천에 대한 정보

【홍보 - 생활정보】 목욕 서비스 정보

광역권 재해에 관한 정보

【홍보 - 생활정보】 영업 점포에 대한 정보

피해자의 요구 (생활 일반)

【홍보 - 생활정보】 의료 정보

피해자의 요구 (식료품)

【홍보 - 생활정보】 건강 · 복지에 대한 정보

피해자의 요구 (물자 · 자재)

【홍보 - 생활정보】 학교 · 유치원 · 보육에 대한 정보

기타 재해 관련 정보

【홍보 - 생활정보】 환경 정보
【홍보 - 생활정보】 방범에 대한 정보

(2) 메일이나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재해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기능’
-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공공 정보 가공’ 형태 또는 등록 된 메일 주소, 트위터,
페이스북, 지자체 홈페이지, 디지털 사이니지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 일괄적으로 전달
- 또한 ‘J 경고’ 등의 긴급도가 높은 정보는 지자체 직원이 대응 할 수 없어도 자동으로
주민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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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정보 가공 : 재해 등 주민의 안심·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및 인터
페이스 표준 활동

※ J경고(J얼럿) : 소방청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신위성 및 마을 유무선 통신, 방송체계를 이용한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

(3) ‘APPLIC’ 및 ‘공공 정보 가공’ 데이터 형식 준수
-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APPLIC(전국 지역 정보화 추진 협회)의 ‘방재 업무
응용 프로그램 단위 표준 사양’ 및 공공 정보 가공 항목을 기준으로 처리
-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에서도 정보 공유가 용이하여 관계
기관에서 효과적인 재해 복구 지원 가능
- 또한 앞으로 나올 APPLIC 시스템과 연동할 경우에도 많은 수정 없이 적용 가능
※ 방재업무 응용 프로그램 단위 표준 사양 : 지자체간 방재 정보 공유(재해 피해 데이터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개발 한 방재정보 표준 지침

(4) 기능마다 별도의 시스템 구성 및 오픈 소스 활용하여 유연한 이용이 가능
- 시스템은 6개의 주요 기능을 독립적 연계하기 때문에 특정 기능의 부분적인 변경
이나 범용 인터페이스를 가진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도 쉽게 가능
- 또한 오픈 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 비용의 부담도 적음
l NTT는 시스템의 유연성 및 구축의 용이성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 및 구성으로
일본 내 타 지자체에 대한 종합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또한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행정/공공 기관에서 공개하는 오픈
데이터와 연계 결합하는 등 더욱 유연한 시스템으로 확장을 검토 중

참고문헌

1. NTT, 石巻市における「災害に強い情報連携システム」の運用開始について ～災害時に
おける広範囲からの情報収集や、住民への効果的な情報伝達を実現～, 2013.10.2
2. 棇務省, ICTを活用した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支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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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美 식약청(FDA), 모바일 의료 관련 규제

무선 의료기기 및 애플리
케이션 규제발표

l 미국 FDA는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 평가 기준 등의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발표(’13.9.25)
 상기 기관은 증가하는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 이용의 규제와 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협력실 해외진출지원팀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11.7), 해당 초안에 관한 130개
이상의 의견을 검토
 의료기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를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하였으며, 상기 가이드라인은 진단 애플리케이션과 의사들이
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플랫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 기존
‘Quality System(QS)’, ‘Medical Device listing’, ‘Medical Device Reporting’,
‘Premarket notification’, ‘Reporting Corrections and Removals’,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requirements for Clinical studies of investigational device’
등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l 한편, FDA는 라디오 주파수 기술 기반의 무선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을 다룬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13.8.14)
 해당 가이드 라인은 무선 의료기기가 데이터 전송 보안 기능, 커뮤니케이션 백업 모드
등의 기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
 주요 내용은 최신 무선 암호화 소프트웨어, 원격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보안 등

모바일 의료 규제 가이드라인

※ 출처: FD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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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격 및 모바일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기관들이
향후에도 꾸준히 관련 정책 및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
 M2M, 클라우드 등 차세대 통신 기술이 의료, 교육, 제조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각 정부기관은 빠른 시일 내로 관련 규제를 마련하게 될 것

참고문헌

1. Mobile Medical Applications, FDA, 2013.9.25
2. FDA issues final quidance on mobile medical apps, 2013.9.23
3. Radio Frequency Wireless Technology in Medical Devices, FDA, 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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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구글 글래스 경쟁사
레콘(Recon)에 대규모 투자
단행

인텔, 안경형 웨어러블 단말 개발사 레콘에 대규모 투자 단행
l 인텔이
웨어러블

산하

벤처캐피탈

컴퓨팅

단말

인텔
개발사

캐피탈(Intel
레콘

Capital)을

통해

인스트루먼트(Recon

캐나다의

안경형

Instrument,

이하

Recon)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했다고 발표

인텔, 레콘 투자를 시작으로
웨어러블 컴퓨팅 단말 시장
본격 진출 예고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이번 투자를 통해 레콘은 인텔로부터 금전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제작, 경영,
기술적 지원 등도 받게 될 것으로 추정
 레콘에 대한 인텔의 정확한 투자 금액은 미공개
l 지난 2008년 설립된 레콘은 스키 등의 스포츠용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개발에 주력
 특히, ‘레콘 젯(Recon Jet)’을 비롯한 웨어러블 컴퓨팅 단말 판매를 통해 구글
글래스의 경쟁 상대로 주목
 ‘레콘 젯’은 1GHz 듀얼코어 프로세서와 전용 그래픽 칩셋, HD 카메라, 센서를
장착하고 Wi-Fi, 블루투스, GPS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단독형 마이크로컴퓨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2014년 3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개시할 예정
레콘의 스포츠용 웨어러블 컴퓨팅 단말 ‘레콘 젯’ 착용 모습

※ 출처 : SiliconAngel
l 인텔의 신규 단말 그룹 총괄을 맡고 있는 마이크 벨(Mike Bell) 부사장은 레콘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향후 인텔이 웨어러블 단말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
 벨 부사장은 “웨어러블 컴퓨팅 단말 시장은 인텔 캐피탈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문”이라고 언급하며 “레콘에 대한 투자는 신규 시장에서의 혁신을 위한 인텔의
핵심 부문이 될 것”이라고 논평
l 레콘의 댄 아이젠하르트(Dan Eisenhardt) CEO는 인텔 캐피탈이 동사와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서비스
개선과 함께 보다 다양한 범위의 스포츠 및 실외 활동용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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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웨어러블 단말 시장에서 구글과의 본격적인 경쟁 예고
l 인텔의 경우 이번 레콘에 투자하기 전인 지난 6월 또 다른 캐나다의 웨어러블
컴퓨팅 단말 제조사 탈믹 랩스(Thalmic Labs)에 투자하는 등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영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
 탈믹 랩스는 웨어러블 동작 제어 단말 ‘MYO’를 통해 업계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으며, 인텔 캐피탈 및 스파크 캐피탈(Spark Capital) 등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
 인텔은 레콘과 마찬가지로 탈믹 랩스에도 제작 및 운영, 기술 전문가 등의 지원을
제공
l 인텔은 이어 9월 초에는 인텔 개발자 포럼 행사를 통해 웨어러블 가젯을 겨냥한
소형 칩 ‘쿼크(Quark)’를 발표하는 등 웨어러블 단말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l 한편 구글은 10월 5일부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구글 글래스(Google Glass)’의
프로모션 투어를 시작할 예정에 있어 향후 웨어러블 단말 시장을 놓고 각 업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이번 프로모션 투어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더럼(Durham)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가며 계속 진행될 예정
 구글은 본 행사를 통해 사용자들이 ‘구글 글래스’ 제작팀과의 개별 채팅을 통해
제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할 계획

참고문헌

1. NewsFactor, “Google Glass Rival Recon Gets Cash from Intel”, 2013.9.27
2. PCWorld, “Intel makes 'significant' investment in wearable pioneer Recon”,
2013.9.30
3. SiliconAngel, “Google Glass vs. Recon Jet : Rival Gets Funding from Intel”,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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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사 SNS 서비스
구글 플러스 살리기 본격화

구글, 유튜브 코멘트 첨부 기능에 구글 플러스 계정 연동 실시
l 구글이 2013년 9월 말부터 자사 인기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의 코멘트 등록
시스템을 SNS 서비스 구글 플러스(Google+)와 완전히 통합하기로 결정(’13.9.24)

유튜브와의 연동 강화로 구글
플러스 입지 확보

 이에 따라 향후 유튜브에 업로드 된 콘텐츠에 코멘트를 첨부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러스의 계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또한 구글 플러스에서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할 경우 해당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콘텐츠에 대해 작성된 코멘트는 유튜브 페이지와도 자동으로 연동
l 구글은 이번 조치로 유튜브의 사용자 코멘트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유튜브 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기입이 필요한 구글 플러스 가입이
요구되므로 악성 코멘트를 첨부하는 익명의 사용자나 일회성 계정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차단될 전망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여전히 가명으로 구글 플러스 계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악성 코멘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고 평가
구글 플러스와의 연동 기능이 강화된 유튜브의 코멘트 시스템

※ 출처 : The Next Web(2013.9.24)
l 구글 플러스와의 연동은 유튜브를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로 진화시킬 전망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 한 사용자는 특정 사용자의 댓글을
차단하거나, 별도의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하여 원하는 사용자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
 또한 과거 유튜브 페이지에 작성된 코멘트가 일반에게 모두 공개되던 것과 달리,
서비스 연동 이후 작성되는 유튜브 코멘트는 구글 플러스 내 지정된 그룹 구성원
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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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외에도 구글은 향후 콘텐츠에 첨부되는 코멘트를 시간 순서가 아닌 사용자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렬하도록 변경할 방침
 지금까지 유튜브의 사용자 코멘트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정렬되어 가장 최신 내용이
맨 위에 오는 방식으로 노출
 따라서 친구나 지인의 코멘트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며, 특히 인기 있는 유튜브
콘텐츠 페이지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 사용자 불편을 초래

 그러나 향후 유튜브의 코멘트에는 구글 플러스 내 사용자의 친구나 지인 여부
등을 명시해주는 기능이 포함될 전망

구글 플러스, 유튜브 인프라 활용한 사용자 증대 모색 중
l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유튜브와 구글 플러스 간 연계 조치를 SNS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구글 플러스의 입지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
 2013년 6월 방문자 수 기준 페이스북의 미국 SNS 시장 점유율은 57.1%에 달하는
반면 구글 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0.8%에 불과
 그러나 같은 기간 페이스북에 이어 SNS 시장 점유율 2위(24.8%)를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의 트래픽을 구글 플러스로 유입할 경우 구글 플러스의 사용자 기반은
크게 확대될 전망
 이와 관련해 테크크런치는 하루 종일 유튜브를 이용하며 많은 코멘트를 기록하는
젊은 사용자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구글 플러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l 유튜브와 구글 플러스의 연동은 장기적으로 구글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SNS의 특성 상 사용자의 개인적인 활동이 수반되는 구글 플러스와 유튜브와의
연동은 향후 구글이 보다 상세한 사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의미
 예를 들어 특정 동영상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는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
 보다 많은 사용자 정보는 구글의 타깃 설정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구글의 광고 상품이 보다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

참고문헌
1. DreamGrow, “Top 10 Social Networking Sites by Market Share of Visits [June
2013]”, 2013.6
2. TechCrunch, “Google+ May Finally Matter Thanks To YouTube Comments”,
2013.9.25
3. The Next Web, “YouTube comments will soon tie-in with Google+ and be sorted
by relevance rather than date order”, 20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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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사이버 보안

영국 국방부, 사이버 보안 부대 창설에 5억 파운드 배정

관련 군사력 강화
l 영국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MoD) 필립 햄몬드(Philip Hammond) 장관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방어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부대 창설
계획을 발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사이버 예비군 창설에 5억
파운드 투자 계획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햄몬드 장관은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보수당 컨퍼런스에서 사이버 보안 부대 ‘합동
사이버 예비군(Joint Cyber Reserve)’ 창설에 약 5억 파운드(약 8,547억 8,500만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

l 영국 국방부는 이미 지난 2012년 12월에 사이버 예비군 창설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선발 기준, 방법, 예산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던 상황
※ 사이버 예비군 창설 계획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 1주년을 맞아 의회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정책 시행 상황 및 성과 보고를 통해 공개(’12.12.3)

l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영국 정부와 기업의 각종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격과
스파이 행위는 크게 급증하는 추세
 햄몬드 장관에 따르면 2012년에 동안 영국 정부 인트라넷을 대상으로 발생된
사이버 공격 건수는 총 40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 2012년 12월에는 프란시스 모드(Francis Maude) 영국 내각 장관(Cabinet
Office Minister)이 2012년 한 해 동안 대기업의 93%와 중소기업의 76%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
 또한 영국 공영 방송 BBC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영국 정부 및 산업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발생된 교묘한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70건에 달했다는 영국 정보통신부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보고를 인용
l 햄몬드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은 이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공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군대 창설의 필요성을
설명
 이어 사이버 공간을 지상, 해상, 영공, 우주 공간에 이어 제 5의 전선으로 부상했으며,
현존하는 사이버 보안 체계만으로는 국가 안보 유지가 역부족이라는 점을 강조

사이버 보안 예비군의 역할은 국가 사이버 공격력 강화를 통한 외부
위협의 선제 방어
l 국방부는 해킹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예비군 형태로 모집해 새롭게 창설될 사이버
예비군 대원으로 배치할 예정
 사이버 예비군 조직원 모집은 10월 중에 진행되며, 모집 형태는 군대원이 아닌
일반 직원, 해킹 기술을 보유한 현재 또는 과거 군사 조직원, 해킹 기술을 지닌
일반인 등 3개 그룹 등으로 구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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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국의 사이버 예비군 부대는 적국의 통신망을 비롯해 전투기, 전함과 핵무기,
생화학 무기 및 기타 하드웨어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현재 영국은 이미 외부 사이버 공격에 방어하는 사이버 군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만, 새롭게 창설될 사이버 예비군의 지원을 통해 방어가 아닌 공격력까지
갖추게 되는 상황
l 햄몬드 장관은 이러한 사이버 전투력은 인명 피해 없이도 효과적으로 적의 도발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
 일부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등 사이버 보안에 민감한 일부 주변국들 역시
상당 수준의 사이버 공격력을 갖춘 비공식 군대를 양성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이에 영국 국방부 측은 향후 첨단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국방 예산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갈 예정임을
추가적으로 언급

참고문헌
1. BBC, “UK to create new cyber defence force”, 2013.9.29
2. Daily Mail, “Hammond's £500m new cyber army: As he reveals top-secret
Whitehall bunker for the first time, Defence Secretary says future wars will be
fought with viruses”, 2013.9.28
3. Wired, “Ministry of Defence to recruit hundreds of hackers for 'cyber army'”,
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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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지하경제 웹사이트

FBI, 지하경제 웹사이트인 실크로드 압수수색

‘실크로드’ 압수수색
l 미국 FBI는 불법 마약 판매, 해킹 서비스 및 해킹 도구 판매로 유명한 밀거래 서비스
웹사이트인 실크로드를 폐쇄

인프라보호단 보안평가팀

- 실크로드는 토르(Tor) 웹 브라우저로만 접근 가능한 비밀 온라인 블랙마켓으로,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온라인 가상화폐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올라와 있음
※ 토르(Tor) :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숨겨주는 프로그램으로, 국가 등 외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고 차단 사이트도 우회 접속 가능

l FBI는 95만 7,000여명의 실크로드 이용자들에게 ‘공포의 해적 로버츠’로 알려진 설립자
겸 운영자 윌리엄 울브리히트(Ross William Ulbricht)를 체포해 마약 거래, 컴퓨터
해킹,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 및 사이트 폐쇄

실크로드 웹사이트 화면(2013.10.2)

실크로드 설립자 겸 운영자 울브리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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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울브리히트는 2011년 1월부터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류나 불법 해킹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거래하는 실크로드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
 실크로드는 판매자와 구매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데다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익명 거래토록 함으로써 각국 정부의 법망을 피함
 정확한 거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연간 1,500만~4,500만 달러(약 160억~480억원)
수준으로 추산
l 이번 수사로 FBI는 실제 화폐 360만 달러(약 39억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이뤄진 비트코인 압수 중 액수가 가장 큼
 12억 달러(약 1조 858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되며 최소 8,000만
달러(약 857억 2,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
 몰수한 컴퓨터 장비에서 암호키를 획득하여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있었음
l 이번 수색으로 실크로드가 폐쇄되자 비트코인 가치도 하락
 140달러(’13.10.1)에서 8.6% 하락한 128달러로 하락(’13.10.2)
l FBI가 쉽사리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울브리히트를 한 통의 이메일 덕분에 체포 가능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실크로드 이용자가 지난 3월 울브리히트에게 “마약 빚 50만
달러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다른 이용자들 신원을 밝히겠다”고 협박 메일을 발송
 울브리히트는 그를 살해하기 위해 한 청부살인업자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했다가 FBI
수사망에 포착
l 현재까지 국내의 블랙마켓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해킹도구가 판매되는 블랙마켓이 존재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신종 해킹도구의 공격 기법에 대한
예의주시 및 선제적 대응 필요
국내 3대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검색창에 ‘해킹’, ‘해킹툴’, ‘해킹배우기’

등의 단어로 검색할 경우, 손쉽게 해킹 도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

참고문헌

1. SC MAGAZINE, “FBI brings down Silk Road underground market”, 2013.10.3
2. WIRED, “Feds Arrest Alleged ‘Dread Pirate Roberts,’ the Brain Behind the
Silk Road Drug Site”, 2013.10.2
3. krebsonsecurity, “Feds Take Down Online Fraud Bazaar ‘Silk Road’, Arrest
Alleged Mastermind”, 2013.10.2
4. BBC, “Bitcoin value drops after FBI shuts Silk Road drugs site”, 20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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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보안 업계,

‘워 터 링 홀 ’ 공 격 , 2013년 상 반 기 주 요 보 안 위 협 으 로 지 목

‘워터링 홀’ 공격 방식에
l 핀란드의 헬싱키에 위치한 보안 전문 업체 F-시큐어(F-Secure)가 2013년 상반기

주목

보안 위협 현황을 정리한 ‘Threat Report’를 발표(’13.9.24)

제3의 웹사이트 이용한 우회
방식의 공격 활개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F-시큐어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상반기 가장 주목할 만한 보안 위협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워터링 홀(watering hole)’ 공격을 지목

l ‘워터링 홀’ 공격은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목표물에 대응하기 위해 해커들이
고안한 기법으로, 제 3의 웹사이트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유
 공격자는 우선 타깃으로 정한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해당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확보
 이후 해당 웹사이트의 취약점 유무를 파악하고, 이 중 해킹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진 특정 웹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코드를 삽입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 받고 있던 기업 내 직원은 제3의 웹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악성코드에 감염
l ‘워티링 홀’ 공격은 타깃 사용자의 PC가 감염되기만을 기다리는 과거 방식과는 매우
상이
 목표물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악성코드 감염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이점을 보유
 또한 보안 시스템을 직접 공격할 필요가 없어 보다 적은 자원만으로 목표물 공략이
가능

l 2013년 상반기 발생한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인터넷
업체의 해킹 사고는 ‘워터링 홀’ 공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F-시큐어는 모바일 개발자 웹사이트 등 실리콘 밸리의 IT 기업들이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매개로 ‘워터링 홀’ 공격이 진행됐다고 설명

APT 공격 및 자바(Java) 대상 악성코드도 확산...맥(Mac) 대상의 신종 공격
도 등장
l F-시큐어가 발표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보안 위협은 지능형 지속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 이하 APT) 공격
 F-시큐어는 APT 공격이 대체로 업무용 문서 파일에 담긴 악성코드를 통해
이루진다고 설명
 특히 컨퍼런스 논문집이나 보고서 등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PDF 형태의 문서에 공격
코드를 덧붙여 배포해 사용자의 PC를 감염시키며, 이러한 문서들이 이메일이나
SNS로 공유되면서 악성코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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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시큐어는 APT 공격의 대부분이 군대 조직과 군수 산업, 항공 우주 산업, 에너지
산업 분야 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
 또한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APT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
2013년 상반기 권역별 APT 악성코드 감염 유도 문서 파일 발견 건 수

※ 출처 : F-Secure(2013.9)

l 그 외에도 F-시큐어는 악성코드의 대부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자바(Java)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
※ 자바(Java)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가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이며, 모바일 단말용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널리 사용 중

 2013년 상반기 악성코드의 가장 많은 표적이 된 보안 취약점은 윈도우 OS 구성
요소와 관련된 취약점 ‘CVE-2011-3402’
 그러나 ‘CVE-2011-3402’를 포함한 악성코드의 상위 5대 타깃 취약점 중 4가지는
모두 자바 취약점
 2013년 상반기 악성코드 공격의 95%는 이들 5가지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2013년 상반기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악성코드별 활용 비중

※ 출처 : F-Secure(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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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F-시큐어의 미코 하이포넨(Mikko Hypponen) 수석 연구원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자바 플러그인을 삭제하라고 권고
 만약 자바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웹브라우저에만 자바를 설치해
필요할 때만 사용함으로서 보안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
l 맥(Mac) OS에 대한 위협의 등장 역시 2013년 상반기 보안 업계에서 화제가 된
이슈
 2013년 상반기 출현한 악성코드 중 ‘KitM’은 애플이 인증한 개발자가 생산해 낸
최초의 악성코드
 미코 수석 연구원은 그간 강력한 개발자 통제 정책으로 인해 맥 OS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의 수가 적었으나, 이제는 맥 기반 단말에도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할 때라고 강조
l F-시큐어는 모바일 시장 내 멀버타이징(malvertising)의 확산에 대해서도 지적
 멀버타이징은 사용자가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숨겨진 사이트로 이동하는 모바일
광고를 의미
 미코 수석 연구원은 2013년 상반기 앱 내 광고와 모바일 웹사이트 광고 두 유형에서
멀버타이징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

참고문헌
1. F-Secure, “Threat Report”, 2013.9
2. ZDNet, “'Watering holes' join Java as a major threat to corporate security, says
F-Secure”,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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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社,

Adobe社, 해킹당하여 개인정보 및 소스코드 유출

개인정보/소스코드 유출
사고 발생

l Adobe社가 2013년 8월 중순에 해킹 공격을 받아서 3백만 건의 신용카드 정보 및
다수 제품의 소수코드가 유출되는 보안사고 발생

Adobe社 해킹 사고 발생,
3백만 건의 신용카드 정보 및
다수 제품의 소스코드 유출

l 약 300만 건에 해당하는 ID,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정보가 누출되었으나, 신용카드
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비교적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
 신용카드 정보를 사고파는 지하 경제를 통해서 신용카드 정보가 누출될 경우 범죄자

정보보호산업단
정보보호기술개발팀

들의 다량 구매 등에 활용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신용카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었으므로, 암호를 해독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르게 해당 카드에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l 동시에, 약 40GB에 해당하는 Adobe 제품의 소스코드 유출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Adobe社 및 그 제품에 대하여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음
 유출된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것은 보안 취약점 발견의 난이도를 크게 낮추게 됨에
따라 현재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안 취약점을 분석해 낼 수 있음
 또한 유출된 소스코드를 구입한 다른 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음
l Adobe社 및 제품의 보안 취약점 유포는 개인 사용자 및 기타 기업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dobe社의 제품 중에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군이 많음
(예 : Acrobat – PDF 파일 접근용 소프트웨어, Flash – 웹 애플리케이션 등)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보안 취약점이 퍼지는 것은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음
어도비에서 유출된 소스코드 트리

※ 출처 : KrebsOnSecurity(20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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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Adobe社 해킹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라고 경고하면서,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를 실현할 것을 강조
 기존 해킹 공격의 경우,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신용카드 정보 등을 주로 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Adobe社 공격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에서 멈추지 않고
제품 소스코드까지 유출시켰음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은 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 기밀, 지적 재산권 등도 위험
하다는 신호라고 주장
 이러한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적이 내부에 침입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l 국내 기업 및 개인 사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Adobe社 사이트에 계정을 가진 사용자의 경우 암호 변경 및 신용카드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Adobe社 제품에 대한 보안 위협 증가를 홍보하고, Adobe社에서 대응 패치를 발표
할 경우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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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퍼스키 연구소,

카스퍼스키 연구소, 2013년도 글로벌 IT 위험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13년도 글로벌 IT 위협
l 러시아 보안회사인 카스퍼스키 연구소는 “IT Security. Fighting the Silent Threat”

설문결과 발표

이라는 제목의 글로벌 IT 보안 위험에 대한 연례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13.10)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결과구분으로 더욱 실질적인
결과내용 전달

- 올해 3번째를 맞은 카스퍼스키 연구소의 설문조사 보고서는 전세계 IT 보안 전문가
및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로벌 IT 보안동향을 제공하고 있음

l 2013년 보고서는 처음으로 설문결과를 1,500명 이상의 대기업과 10~1,50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IT 보안침해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비용을 수량화하여 추가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이혜원

l 동 보고서는 크게 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있음
 IT 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기업 내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정책 도입 현황
 BYOD 활성화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 및 관련 정책 도입 현황
 IT 보안에 대한 기업 경영 체제
 IT 보안 침해사고의 추정 손실 비용(cost)
 권고사항

보고서 주요 내용
1. IT 보안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l 배포되고 있는 악성코드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이를 체감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율은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 51%의 기업이 사이버공격 빈도가 증가했다고 대답한 반면 2013년에는
4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
l 카스퍼스키 연구소가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매일 20만개의 악성코드가 발견되고 있으며,
모바일 악성코드 역시 기하학적인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2년 발견된 모바일 악성코드의 수는 2011년에 발견된 숫자보다 6배나 많은 수치로
2013년 3월에는 9천개가 넘는 새로운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
- 91%의 기업들이 최근 12달 동안 최소 한 번의 사이버 공격을 경험하였고, 그 중
악성코드 공격이 66%로 가장 흔한 형태였음
- 5개 중 1개 기업은 모바일 기기를 상대로 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여, 모바일
공격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이러한 공격에 대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고객정보 유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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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내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정책 도입현황
l 모바일 보안과 관련하여 기업은 데이터 유출(38%)과 단말기 손실(33%)을 가장 우려
l 하지만 모바일 보안관련 정책을 충분히 수립한 조직들은 10개중 1개에 그쳤는데 그
이유로는 기업 입장에서 모바일 체제는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용도의 목적, 즉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l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책 도입현황으로는 14%의 기업만이 충분한 정책을 수립한 상태
이며, 41%는 정책은 마련하였으나 완전히 수립되진 않은 상태, 32%는 현재 마련된
정책은 없으나 도입 예정 중, 13%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
l 모바일 보안 정책을 완전히 수립한 기업의 48%는 금전적 지원문제가 있었다고 답하여,
기업 차원의 모바일 보안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BYOD 활성화에 따른 기업들의 반응 및 관련 정책 도입현황
l 대부분의 조직들은 BYOD에 대하여 상당히 자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기업은 32%, 태블릿은 29%, 노트북은 37%에
달하였음
l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안문제를 이유로 BYOD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입장
- 조사 대상기업의 48%가 BYOD는 향후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특히
일본기업의 92%는 BYOD 관련 IT 보안을 우려
l 2012년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BYOD에 대한 기업들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강경해진
것을 볼 수 있음
- 기업 중 31%는 BYOD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 34%는 BYOD의 증가는 자연적인
것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25%는 제한을 둘 방안을 모색할 것, 10%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답함(2012년 조사결과 각각 37%, 34%, 19%, 10%)

4. IT 보안에 대한 기업 경영체제
l 54%의 기업만이 패치관리 및 시스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음(작년보다 9% 하락)
l 보안 위협 대응 체계로 기업 중 67%(전년대비 5% 하락)가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62%가 정기적 패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시스템을, 45%가 IT 시스템에 접근권한
체제를, 그리고 44%가 민감한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전년대비 7% 증가)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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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T 보안 침해사고의 비용 측정
l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IT 보안 침해사고에 따른 실제 금전적 손실을 측정
l (측정방법) 데이터손실 사고에 대해 보고했던 모든 기업들에게 사고의 영향에 대해 질문
-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침해사고에 초점
- 동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포괄적인 비용에 대해 질문
- 비용에 대해 답을 주었던 사람에게 손실 및 비용의 추정치에 관하여 질문
l 대기업의 경우 침해사고로 인한 평균 손실은 10만 3,000달러(약 1억 1,036만원), 중소
기업의 경우 평균 1만 3,000달러(약 1,3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침해사고가 회사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때의 피해액이 가장 크게 집계되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대기업 평균 1,700만 달러(약 182억 1,550만원), 중소기업은 6만
3,000달러(약 6,750만원)로 예상
l 침해사고 대응방안으로 59%의 기업은 추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49%는 직원 트레이닝에, 38%는 추가 인력 고용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l IT 보안 침해사고로 초래된 총 비용은 대기업 기준 64만 9,000달러(약 6억 9,540만원),
중소기업 기준 5만 달러(약 5,357만원)으로 계산됨
심각한 데이터손실로 인한 비즈니스 기회상실 비용

※ 출처 : Kaspersky Lab(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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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고사항
l IT 보안위협은 소리없이 지능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인지해야함
l 모바일 기기 및 BYOD에 대한 보안정책 마련이 시급
l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anti-malware)의 유통보다 더 체계적인 통제방안이 필요
l 단일 통제콘솔을 통한 경영관리가 필요
l IT 보안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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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미국 휴대전화 보유자 중 63%가 인터넷 접속에 모바일 단말 활용

2009년 이후 2배 성장
l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5월 기준 미국 휴대전화 이용자의 63%가 인터넷 접속 시 모바일 단말을 이용 중
※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미국 18세 이상 성인 중 휴대전화 보유자
2,07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단말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

미국 전체 인구의 57%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

 이러한 미국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지난 2009년의 31%보다 약 2배 가량
늘어났으며, 지난 2012년보다 8%p 증가한 수치

l 아울러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웹브라우징과 같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이용 한다’는 응답자와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 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각각 60%와 52%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미국 휴대전화 보유자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이

※ 출처 : Pew Research Center

l 퓨리서치센터 측은 현재 미국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91%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미국 인구 중 57%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l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63%의 응답자(1,185명) 중 인터넷 접속 시 PC 등 여타
단말 대신 모바일 단말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동 수치는 지난 2011년 대비 약 7%p 가량 증가한 것으로, 증가세 자체는 미미하지만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뒷받침

l 퓨리서치센터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증가 요인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을 지목
 현재 미국 성인의 5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93%가 온라인 접속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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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고수입의 젊은 층이 모바일 인터넷을 많이 활용
l 연령대별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18세~29세의 젊은 층이 85%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
 30~49세의 중년층과 50~64세의 장년층은 각각 73%와 51%로 뒤를 이었으며,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에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이 단 22%에 불과

l 또한 학력과 수입이 높을수록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약 74%에 달했으며,
소득 수준이 연간 7만 5,000달러(약 8,036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무려 79%를 기록
l 인종별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74%의 가장 높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라틴계와 백인의 이용률은 각각 68%와 59%를 기록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가 각각 66%와 50%의 이용률을 나타내, 도시
거주자가 모바일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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