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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목적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사업자 데이터 추적행위 제한
코드닷오알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육성 위한 캠페인 개시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트래픽, 연평균 35%씩 증가 추세
구글, 유튜브 유료 음원서비스 추진
자녀가 온라인에서 겪는 위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수준 조사

美 정부, 예비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발표
EU, 유럽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법 강화 움직임
구글, 디도스 공격 차단 위한 프로젝트 쉴드 공개
IBM, NFC 기술 이용한 이중 인증 시스템 개발

가트너, PC 산업 침체 가속화 전망 발표
헝가리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 증가세 지속

상업 목적의 웹사이트 및

美 California州, 이용자 데이터 추적행위 제한하는 ‘Do Not Track’ 법안

온라인

개정...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사업자

데이터

추적 행위 제한

l IT 혁명의 본산인 Silicon Vally가 위치한 미국 California 州에서 최근 웹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추적 행위에 한층 강화된 제약을 가하는 ‘Do Not Track’
법이 통과
-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IT 업계의 빅 브라더(Big Brother) 추세와

정보보호산업단
정보보호산업기획팀

미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PRISM)’으로 인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더불어 California州의 ‘Do Not Track’ 법을 비롯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안
강화 조치가 몰고 올 파장에 시장의 이목 집중
l ‘Do Not Track’ 법에 따르면, 상업적인 목적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모바일
앱 포함) 사업자들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통해 웹브라우저의 ‘추적 금지(do not
track)’ 설정에 대한 응답 방식을 명시해야 함

- 법조계는 ‘Do Not Track’ 법에 대해 세계 최초로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웹브라우저의
‘Do Not Track’ 설정에 대한 응답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
- ‘Do Not Track’ 법은 2013년 9월에 승인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위반 시에는 건당 2,500달러(약 265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
‘Do Not Track’ 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방식
구분
‘Do Not Track’
설정
개인 식별 정보
수집
적용 방식

내용
· 상업적인 목적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프라이버시
정책을 통해 웹 브라우저의 ‘추적 금지’ 설정에 대한 응답 방식을
명시해야 함
· 상업적인 목적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써드파티
사업자들이 해당 웹서비스를 방문한 소비자들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지 여부 및 수집 방식을 공개해야 함
·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상업
적인 목적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됨

l California州의 이 같은 행보는 상당수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가 정체되어
있는 연방 정부의 행보와 대비되며, 연방 정부의 미진한 규제 행보로 위축되어 있던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들은 이번 ‘Do Not Track’ 법안 도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
l 일각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Do Not Track’ 법안이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 대다수의 소비자가 프라이버시 정책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프라이
버시 정책에 명시한다고 해서 해당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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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브라우저가 대개 ‘추적 금지’ 신호 관련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고,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

참고문헌

1. ‘California driving Internet privacy policy’, Politico, 2013.10.8.
2. ‘How California’s New ‘Do-Not-Track’Law Will Hurt Consumers’ Forbes,
2013.10.9.
3. ’California’s Do-Not-Track law presents challenges to online businesses’,Lexology,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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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닷오알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육성
위한 캠페인 개시

코드닷오알지(Code.org), 미국 내 각급 학교 대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확대 캠페인 전개
l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보급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기구 코드닷오알지
(Code.org)의 캠페인 ‘아워 오브 코드(Hour of Code)’에 IT 업계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하기로 결정(’13.10.14.)

글로벌 IT 업계 주요 인사
대거 참여

 미국 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본 캠페인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빌 게이츠(Bill Gates), 페이스북의 마크 쥬커버그(Mark Zuckerberg) 최고경영자
(CEO) 등이 참여할 예정
 이 외에도 트위터를 공동 창업한 잭 도시(Jack Dorsey), 리드 호프만(Reid Hoffman),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링크드인(Linked In) 창업자 등이 ‘아워 오브 코드’의 참여를 약속
 이들은 1시간 분량의 영상물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기초 교육을 실시
할 예정
l 코드닷오알지를 설립한 하디 파토비(Hadi Partovi)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으로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워 오브 코드’의 목표라고 언급
 그는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ICT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
 실제 코드닷오알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 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분야에
만 14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같은 기간 컴퓨터 공학 전공 학생 배출 규모는 40만 명에 불과한 상황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미국 내에서만 5,000억 달러(약 529조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상
 하디 파토비는 ‘아워 오브 코드’를 통해 1,0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
2020년 미국 컴퓨터 관련 분야 인력 공급 및 수요 전망

※ 출처 : The Next Web(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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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코드닷오알지는 ‘아워 오브 코드’ 프로그램 시작의 일환으로 오는 12월부터 50개
학교를 선정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주당 1시간의 컴퓨터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할 예정
 코드닷오알지는 참가 학교 학생들에게 PC를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50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교실 내에서 IT 업계 권위자들과 학생들 간의 화상 회의를 진행할 계획

‘아워 오브 코드’, 사회 전반의 혁신 인프라 확보 캠페인으로 주목
l 링크드인의 설립자 리드 호프만은 ‘아워 오브 코드’가 사회 전체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해당 캠페인의 참여 이유를 설명
 예컨대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미국 하원 의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툴
‘프로젝트 메디슨(Project Madison)’을 스스로 개발
 리드 호프만은 아이사 의원이 고급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메디슨’ 개발이 가능했다고 설명
 즉 ‘아워 오브 코드’를 통해 기초적인 컴퓨터 공학 관련 지식만 보급해도, 그 동안
사장되어 왔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l ‘아워 오브 코드’는 단순 컴퓨터 프로그래머 육성뿐만 아니라 성별・인종 간 ICT
관련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유의미
 현재 미국 내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ICT 인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계층에만 관련 교육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
 실제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 따르면, 2010년
컴퓨터 공한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18.0%에 불과
 또한 미국 컴퓨터 관련 산학 연구모임인 컴퓨터연구학회(Computing Research
Association, CRA)에 따르면 2011년 컴퓨터 공학 전공자 중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은 각각 3.6% 및 5.4%에 불과
l 이처럼 일부 계층에 ICT 관련 교육이 편중된 주 요인은 컴퓨터를 젊은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해온 교육계의 태도 및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컴퓨터 관련 교육 기회 부재에서 기인
 코드닷오알지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컴퓨터 공학 강좌를 확대함으로서 ICT 교육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

참고문헌
1. Mercury News, “Code.org: Mark Zuckerberg, other tech icons lead effort to
teach computer science in every school”, 2013.10.14.
2. TechCrunch, “LinkedIn’s Reid Hoffman On Two Realistic Outcomes Of Teaching
Everyone To Code”, 2013.10.16.
3. The Next Web, “Code.org unveils ‘Hour of Code’ campaign encouraging K-12
students to pick up computer programming”,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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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2017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의 69%는 클라우드 트래픽이 차지

트래픽, 연평균 35%씩
증가 추세

l 글로벌 종합 IT 기업인 시스코(Cisco)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트래픽이 빠르게 늘어나 2017년에는 전체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시스코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트래픽 현황과 전망을 다룬 연례 보고서 ‘시스코
글로벌 클라우드 인덱스(Cisco Global Cloud Index) 2012-2017’을 발간(’13.10.15.)

모바일 콘텐츠 저장을 위한
개인용

스토리지

서비스의

사용 증가가 클라우드 트래픽
증가 견인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시스코는 본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트래픽은 2012년 2.6제타
바이트(Zettabytes)에서 3배 가량 증가한 7.7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 중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2년 1.2제타바이트에서 연평균 35%씩 증가해(CAGR)
2017년에는 5.3제타바이트로 늘어날 전망
 이에 따라 전체 데이터센터 트래픽에서 클라우드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에서 2017년 69%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l 지역별 클라우드 트래픽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한 지역은
북미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트렌드는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향후 가장 높은 클라우드 트래픽 증가율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무려 57%의 CAGR을 기록할 전망
 시스코 측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급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클라우드 접속 및 서비스 이용률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분석
l 또한 전체 데이터센터의 워크로드(work load) 가운데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워크로드가
전통적인 물리적 IT 공간에서 처리되는 워크로드를 추월할 전망
 2012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는 워크로드는 전체 워크로드의 31%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절반을 넘어선 51%에 이를 것이며 2017년에는 63%에 달할 전망
 이처럼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증가하는 것은 향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증명

스토리지 기반 개인용 클라우드의 이용 증가가 전체 클라우드 트래픽
증가 견인
l 시스코는 클라우드 트래픽을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업용 클라우드와 개인용 클라우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개인용 클라우드의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클라우드 트래픽의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
 개인용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2년 9.2제타바이트에서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해
2017년에는 4.3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업용 클라우드 트래픽은
2017년에도 1.0제타바이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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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2017년 전체 클라우드 트래픽에서 일반 개인용 클라우드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이르는 반면, 기업용 클라우드 트래픽은 19%에 그칠 전망
 시스코의 토마스 바넷(Thomas Barnett) 부서장은 기업들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해 클라우드 적용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
l 특히 최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가운데 구글드라이브(Google Drive), 스카이 드라
이브(SkyDrive), 드롭박스(Dropbox)와 같은 개인용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개인용 스토리지에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 사진,
동영상 등을 저장 가능
 더욱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단말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공유가 가능
해짐에 따라 개인용 클라우드 트래픽이 증가
전 세계 데이터센터 트래픽과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이

※ 출처 : Cisco

참고문헌
1. Cisco, “Cisco Global Cloud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2012–2017”,
2013.10.15.
2. Mobile Tech Today, “Cisco: Cloud Traffic To Quadruple by 2017”, 2013.10.17.
3. Network Computing, “Cloud Traffic Will Rule The Data Center, Cisco Says”,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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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유튜브, 음악 콘텐츠 유료화서비스 연말부터 실시

유료 음원서비스 추진
l

유튜브(YouTube)는 무료로 제공하던 동영상 및 음악서비스를 올해 연말부터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전환 실시(‘13.10.25., LA Times)

이용자들이 더욱 새롭고 편리한

※ 유튜브는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사용자가 직접 영상 클립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으며, 동영상을 시청하게 될 경우 광고를 보고 무료로 시청할 수 있음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유튜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 광고 없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 직접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

인터넷산업단
인터넷콘텐츠팀

- 유튜브는 이전까지 전적으로 광고수익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임
l 음반업계, 음원판매로 인한 수익률 기대로 긍정적인 반응
 유튜브의 광고수익이 늘어나면서 음원 저작권자와 가수, 레코드 회사의 로열티
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이번 발표 역시 음원판매 수익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가격은 월 10달러 정도가 될 전망으로, 유튜브는 현재 소니와 유니버설·워너 등 3개
음반업체와 음원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유튜브는 유료가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45%만 회사가 갖고, 나머지는
콘텐츠 생산자, 음원제작자 등에게 배분할 것으로 전망

유튜브 이용 및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월간이용자수(돌파)
수입매출

2011

2012
461
876

800
1,119

2013(1Q)
1,000
1,400

※ 출처 : YouTube 통계(2013), Statista,Techcrunch(201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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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음악서비스 시장 진출 진행
l 내달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국내음원 제공, 음원보유기업과도 계약 마무리 단계
- 구글은 지난 5월부터 미국에서 한 달에 9.99달러를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 했으며, 호주, 뉴질랜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
- 국내 출시가 예정되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제공되는 구글 플레이 뮤직은 국내
음원관련 협회와 음원보유기업과도 계약을 마무리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구글의 국내 음악 서비스는 지난 5월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Google Play Music All
Access’와 같은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며, 한 곡 다운로드의 가격은 600원으로 예상
 구글 플레이로 직접 내려 받고, 다운받은 곡을 본인 MP 3플레이어나 스마트폰 등
기기에 저장하거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 들을 수 있도록 진행
- 구글의 국내 음악서비스 추진은 전체 무선콘텐츠의 40%를 차지하는 음악을 통해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내 OS시장의 90%이상 점유하고
있어 확대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
Google Play All Access

※ 출처 : Google.com(2013)

참고문헌
1. LA Times, “YouTube subscription music service to go for mobile dollars“, 2013.10.25.
2.

The

Tepegraph,

"YouTube

to

launch

'Spotify-like

subscription

music

service", 2013.10.24.
3. CNET. “YouTube's subscription music service said to launch this year?” 2013.10.23.
4. 전자신문, ‘구글 국내서도 음악내려받기 서비스...음악시장 구글 폭풍 몰려온다’, 201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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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온라인에서 겪는

미국 학술지 JCMC에 자녀가 온라인 활동 중 경험하게 되는 위험과 이에 대한

위험에

학부모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연구논문이 게재

대한

학부모의

인식 수준 조사

l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지 JCMC(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013년 10월호에 자녀가 온라인 활동을 하며 겪게 되는 위험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연구논문이 게재됨(’13.10.10.)

학부모는 자녀의 사이버불링

 코넬대와 UC버클리에서 미국의 자녀와 해당 학부모로 이루어진 총 454그룹을

피해‧가해 경험을 잘 파악하지

대상으로 자녀의 사이버불링 경험, 성적인 이미지를 본 경험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못하는 편으로 조사

인식 수준을 조사
※ 논문명 : Peers, Predators, and Porn: Predicting Parental Underestimation of Children's Risky
Online Experiences

l 조사 결과, 학부모는 실제 자녀가 겪은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문화단
인터넷문화기획팀

 자녀에게는 본인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경험을, 학부모에게는 자녀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

 조사 결과, 자녀의 29.7%가 사이버불링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11.9%만이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또한 자녀의 약 17%가 사이버불링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5.7%만이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
사이버불링 가해‧피해 경험과 학부모의 인식 수준(%)

※ 출처 :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 한편, 학부모는 자녀의 사이버불링 경험은 잘 파악하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자녀가
온라인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녀에게는 온라인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우연히 보거나 일부러 찾아본 적이 있는지를,
학부모에게는 자녀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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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48.3%가 성적인 이미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의
40.6%가 자녀가 그런 경험을 한 적 있다고 응답
 자녀의 17.3%가 성적인 이미지를 일부러 찾아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의
17.1%가 자녀가 그런 경험을 한 적 있다고 응답

성적인 이미지를 본 경험과 학부모의 인식 수준(%)

※ 출처 :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참고문헌

1. PsychCentral, “Child Cyberbullying Happens More than Parents Realize”, 2013.10.28.
2.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eers, Predators, and Porn: Predicting
Parental Underestimation of Children’s Risky Online Experiences”,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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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예비 사이버

美, 예비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ybersecurity Framework) 발표

보안 프레임워크 발표
l NIST는 사이버보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 공공 및 민간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해킹, 사이버공격 그리고 보안상의 결함에 대해 어떻게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13.10.23)
※ NIST(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인프라보호단 전자정부보호팀

美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5개 핵심 요소

※ 출처 : NIST
l NIST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예비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발표(’13.10.22)
- NIST의 사이버보안체계는 민간·공공부문 조직들의 내부 및 외부적으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식별(Identify), 보호(Protect), 탐지(Detect), 대응(Respond), 복구
(Recover) 5개의 핵심요소를 마련
‣ 식별(Identify) :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경영환경(Business Environment), 국정
관리(Governance),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보호(Protect) : 접근제어(Access Control), 교육 및 훈련(Awareness and Training),
데이터보안(Data

Security),

정보보호프로세스

및

절차(Information

Protection

Processes and Procedures), 보호기술(Protective Technology)
‣ 탐지(Detect) : 이상 및 사건(Anomalies and Events), 지속적인 보안 모니터링(Security
Continuous Monitoring), 탐지과정(Detection Processes)
‣ 대응(Respond) : 의사소통(Communications), 분석(Analysis), 완화(Mitigation), 개선(Improvements)
‣ 복구(Recover) : 복구계획(Recovery Planning), 개선(Improvements), 의사소통(Communications)
- NIST의 패트릭(Patrick) 디렉터는“기술과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이번에 NIST에서
공개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전반적인 사이버 위험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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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이버보안체계는 대략 3,000개의 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의 네트워크와 보안상의 결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 로이터 통신(the Reuter´s News Agency) : 전 세계에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통신사

l 오바마 美 정부는 행정명령 중 일부분에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13.2)
-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 중 포함된 요소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때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준비 계획

국내 정보보호 관리 체계

※ 출처 : NIST
l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사회기반시설, 금융권, 공공․민간 기업들은 갈수록 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 증가로 인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美 정부는 대책방안 마련
- CNBC가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미 기업들의 사이버 공격 현황
자료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의 실제 컴퓨터 시스템 해킹 사례는 공식적
으로 등록된 수치보다 훨씬 더 높다고 지적함
※ CNBC(Consumer News and Business Channel) : 미국 경제 및 금융 전문 방송 채널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규제활동, 투자정보, 보도
자료 수록

l 美 정부는 모든 기업이 사이버보안 체계를 수용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장려책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
- 이 장려책은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예비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
l NIST는 공개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후, “최종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공개할 예정
(’14.2)
- 최종본이 나온 이후에도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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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내의 경우, 사이버공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개정안이 국제표준으로 나왔으며, 2014년부터는 ISMS 신규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려는 기업은 개정안에 맞춰 인증작업을 준비할 계획
- 또한, 국내 정부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 대응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 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
-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대응방침과 목표를 담은‘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참고문헌
1. CNET, US government releases draft cybersecurity framework, 2013.10.22
2. FCW, New cyber framework draft sharpens focus on implementation,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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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법
강화 움직임

유럽의회,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규제하는 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l 유럽의회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유럽인들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해외에

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유럽의회,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 접근 및 해외
전송에 대한 강력 규제 움직임

 유럽의회는 지난 1995년 처음 제정된 EU의 정보보호법이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의 생성, 저장, 공유 및 접근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
 이에 따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특히, EU 회원국 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유럽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
l 이번 표결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초 IT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위반 시 해당 기업의 글로벌 매출에서 최대 2%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초안을 제출
l 이후 유럽의회 내 시민자유위원회가 원안에서 4,000여 건을 수정했는데, 여기에는
벌금 부과 기준을 해당 기업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2%에서 5%로 상향한 것과 함께
‘잊혀질 권리’를 다소 완화된 표현인 ‘삭제 권리(right of erasure)’로 변경
 관계자들은 이 같은 표현의 수정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개인의 흔적을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유럽의회가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 EU 규제 강화로 막대한 벌금 부과 우려
l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구글, 야후,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보다 엄격해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게 될 전망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EU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 매출의 5% 또는 최대
1억 유로(1,452억 6,8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
 구글이 스트리트뷰 지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과
관련해 10만 유로(약 1억 4,526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이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은 글로벌 기업 사례이므로 1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하는 개정안은 이전 대비 강력한 규제안으로 주목
l EU 내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지적이 빈번이 제기되어
오던 상황이므로 업계에서는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담당관은 검색 결과 저장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이미 구글, 마이
크로소프트, 야후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 수정
역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하는 등 경고를 받아오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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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NSA의 감청 공개 이후 더욱 강경 입장...회원국 내부에서는
양온 세력으로 양분
l EU가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자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그 동안 테러 방지 등의 명목 하에 미국의 주요 IT 업체들을 통해 개인 이메일과 전화
통화 내용 등 개인정보에 대한 감청 등을 실시해왔음이 2013년 들어 폭로된 사실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
l 개인정보보호를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EU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감시의 두려움을 확산
시켰다고 맹비난
l 한편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의 강격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28개 EU 회원국은 보다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세력과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미국과의 타협을 추진하는 온건
실용 세력으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강경 세력은 미국 정보기관과 감청 문제를 다룰 양자 간 회담
개최를 주장하면서 정면 대결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유지 중
 반면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의 유럽 지역 본부가 자국 수도 더블린에 위치한
아일랜드를 비롯해 미국과 특수 관계에 있는 영국 등 온건 세력은 EU의 강경 대응이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인터넷 관련 사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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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디도스 공격 차단

구글,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하는 툴 공개

위한 프로젝트 쉴드 공개
l 구글이 뉴욕에서 개최한 ‘구글 아이디어스 서밋(Google Ideas Summit)’ 행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새로운 툴 프로젝트 쉴드(Project
Shield)를 공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온라인

※ ‘구글 아이디어스 서밋(Google Ideas Summit)’은 구글의 씽크탱크 조직인 구글 아이디어스

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Google Ideas)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컨퍼런스, 구글 아이디어스는 특히 인신매매, 갱들의 폭력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자선

행위, 온라인 검열, 사이버 범죄 등 전세계 차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술 개발을 위해 출범

활동
 프로젝트 쉴드는 악성 트래픽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키거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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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하는 디도스 공격 발생 시 구글의 인프라를 통해 사이트 상 콘텐츠를 보호하도록
설계
l 프로젝트 쉴드는 구글 내부의 디도스 공격 방지 기술과 페이지 스피드 서비스(Page
Speed Service, PSS)를 결합해 개발한 툴
 페이지 스피드 서비스는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구글의 인프라 상에 저장해 웹 페이지
로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
 구글 아이디어스의 C.J.아담스(C. J. Adams) 연구원에 따르면, 대규모의 서버 용량과
악성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방문자의 IP 주소 등 데이터 필터링 기능을 통해 디도스 공
격 피해를 방지하는데 유용
l 현재 구글은 기술 테스트를 목적으로 초대 메일 발송을 통해 신뢰성 있는 웹 사이트
운영자들을 모집 중이지만, 테스트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도 가능
 구글 측은 프로젝트 쉴드는 복잡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 없으며, 구글의 초대 메일 수신
후 매우 간단한 웹 서버 환경 설정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

온라인 상 자유를 억압 당하는 활동을 지원...디도스 공격 발생 현황 표시
툴도 공개
l 구글 측은 시리아, 이집트, 버마 등과 같이 인터넷 활동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감시가
심하며 정치적 콘텐츠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발생이 빈번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 비정부기구, 선거 감시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쉴드를 개발
 구글 아이디어스의 아담스 연구원은 인터넷 통제 국가에서는 정부 당국이 악성 트래픽을
유발시켜 민감한 반정부 내용을 담은 정보의 유포를 막도록 특수 인력을 고용해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이러한 디도스 공격을 통해 타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는 인터넷의 발전과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
 이란의 정치 상황을 다루는 블로그 발라타린(Balatarin), 스커드 미사일 발사 시 이에 대한
경보를 발송하는 시리아의 웹 사이트 아임타(Aymta), 케냐의 독립 선거 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 모니터링 사이트 등이 프로젝트 쉴드 베타 테스트에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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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구글 측은 기존의 페이지 스피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되지만, 프로젝트
쉴드의 경우에는 정당한 콘텐츠를 다루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할 계획
 아담스 연구원은 프로젝트 쉴드의 개발 목적이 구글 아이디어스의 자선 활동의 일환
이기 때문에 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상용화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설명
l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프로젝트 쉴드와 함께 디도스 공격 발생 현황을 시각화해 표시
하는 ‘디지털 공격 지도(Digital Attack Map)’도 공개
 ‘디지털 공격 지도’는 보안 업체 아르보 네트웍스(Arbor Networks)의 애틀라스 글로벌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ATLAS global threat monitoring system)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아르보 네트웍스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은 매일 약 2,000여 건 가량 발생되고 있으며
컴퓨터 시스템 오작동의 3분의 1 가량은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
 동 지도에서는 전 세계에서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한편, 사용자들에게 과거 디도스 공격 성향과 특정일에 발생된 공격에 관한 보고서 등
추가 정보들도 제공
구글 아이디어스가 공개한 ‘디지털 공격 지도’ 화면

※ 출처 : PC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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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NFC 기술 이용한
이중 인증 시스템 개발

IBM, NFC 기술과 개인 식별 번호(PIN) 활용한 모바일 거래 인증 시스템 개발
l IBM이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이용한

이중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방식의 새로운 모바일 거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업계의 이목이

모바일 거래 분야 적용 가능 예상

집중(’13.10.18.)
※ NFC(Near Field Communication)란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 이중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이란 단일 인증의 보안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2개의 인증 방식을 조합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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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NFC와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
※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란 특정 단말에 대한 접근 관리를 위해
개인에게 부여한 식별 번호를 의미

 사용자는 PIN 번호 입력 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NFC 칩셋 내장 스마트 카드를
단말에 접근시켜 본인 인증을 실시
 이 때 스마트 카드는 1회용 코드번호를 생성한 후 단말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여
사용자를 인증
 IBM은 해당 인증 방식이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결제 시 요구되는 본인 인증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
IBM의 NFC 기반 이중 인증 시스템 이용 예시

※ 출처 : Inquirer(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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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업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중 인증 절차를 시행 中
 SMS를 통해 전송된 추가 인증 코드를 입력하는 이중 인증 방식이 활발히 사용
중이며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OTP) 생성 단말도 보급되고 있는 상황
l 이와 관련해 IBM은 별도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할 경우 일일이 해당
단말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설명
 또한 SMS를 이용한 인증 방식의 경우 일부 보안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NFC를
이용한 자사 보안 방식의 편리함과 우수성을 강조
l IBM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4.0 이상을 탑재한 NFC 기능 지원 단말에서
이용 가능
 IBM은 NFC 지원 단말 기종이 추가되는 대로 자사 보안 시스템 적용 가능 단말을
확대할 예정

IBM, NFC 이용한 인증 시스템 필두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강화 박차
l IBM 연구소의 보안 및 암호화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디에고 오티즈(Diego Ortiz)
연구원은 많은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이 NFC를 지원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용자를
보유한 애플의 단말은 아직도 NFC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해당 보안 방식의 급속한
확산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
 그러나 시장조사기관 ABI 리서치(ABI Research)에 따르면 시중에 출시되는 NFC
지원 단말 수가 2014년 5억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IBM의 NFC
기반 보안 시스템은 높은 호응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시장조사기관 쥬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바일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IBM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 역시 서서히 늘어날 전망
l 한편, IBM은 모바일 거래의 증가가 해커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l IBM은 최근 들어 모바일 보안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
 실제 IBM은 2009년부터 10개 이상의 모바일 관련 업체를 인수했고 수천 명의 모바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팀을 구성하는 한편 270개의 무선 관련 특허를 출원
 특히 2012년 초 인수한 모바일 앱 개발업체 워크라이트(Worklight)는 IBM의 NFC
기반 이중 인증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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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Week, “IBM Research Delivers Two-Factor Security for Mobil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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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 PC 산업 침체

금년 태블릿의 출하량이 53.4% 상승한 반면, PC의 출하량은 8.4% 감소

가속화 전망 발표
l 가트너, 저가 태블릿 PC 및 울트라 모바일 PC 강세 속 PC 산업 침체 가속화 전망

발표(‘13.10.21.)
- 2013년도 PC, 태블릿, 모바일 폰 등의 기기 출하량이 23억 대를 넘어서며, 전년 대비
4.5% 증가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송은지

- 전통적 PC인 데스크랍과 노트북 등은 전년 대비 11.2%가 하락한 총 3억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량도 전년 대비 8.4% 감소할 전망
- 모바일 폰은 18억 대 이상이 출하되며, 전년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l 반면, 태블릿 PC는 저가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7% 증가한 1억 8,00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

- 많은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함에 있어서 더 작은 형태의 기기를 선호함에 따라
7인치 프리미엄 태블릿은 계속해서 가격 하락
- 브라질, 중국,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트너의 최근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작은 태블릿을 선호한다는 오랜 가정을 증명

기기별 출하 수량 전망

기기 유형
PC(데스크탑, 노트북)
울트라 모바일
태블릿
모바일폰
합
계

2012
341,273
9,787
120,203
1,746,177
2,217,440

2013
303,100
18,598
184,431
1,810,304
2,316,433

(단위 : 천대)

2014
281,568
39,896
263,229
1,905,030
2,489,723

l 휴대폰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높은 평균 판매가격의 고가 스마트폰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
- 선진국 시장에서는 중간 가격대의 스마트폰이, 신흥시장에서는 저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지난해에 보았던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이번 연휴 시즌에도 작은 태블릿이 대세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의 인기는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
l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가트너는
2017년까지 휴대폰을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태블릿 조합으로 대체할 소비자는 1% 미만일
것이라 설명
-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성공하려면 다른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을 보완하고 개선해
새로움을 더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은
아닌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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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안드로이드는 2013년도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 OS시장에서 38%의 우세한
점유율을 보이며, 향후에도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
- 윈도우 체제는 전통적인 PC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2013년 OS 점유율이 4.3% 감소
하였으나, 윈도우를 탑재한 장비의 증가로 2014년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가트너는 데스크톱 OS와 동일한 OS를 탑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프로
(Surface Pro)와 같은 소위 울트라 모바일 PC의 확산 역시 데스크톱 PC 시장
위축을 가속화한다고 설명
- 삼성이나 HTC 등 기타 기기제조업체의 소수 생산량을 제외하고 윈도우폰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노키아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
모바일 기기에 탑재될 OS 전망

운영 체계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MacOS
RIM
기타
합
계

2012
505,509
346,468
212,875
34,584
1,118,004
2,217,440

2013
879,910
331,559
271,949
23,103
809,912
2,316,433

(단위 : 천대)

2014
1,115,289
363,803
338,106
19,297
653,228
2,4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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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모바일

인터넷

헝가리, 2013년 9월 기준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 382만 4,000명 기록

가입자 수 증가세 지속
l 헝가리 정보통신(ICT)·방송 규제 기관인 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청(NMHH)은 2013년
9월 기준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13년 3월 대비 20.3% 증가한 382만
4,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힘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 해당 기관은 전체 가입자들이 사용한 데이터 전송량이 2013년 9월 기준 252만
8,000GB이며, 이는 2013년 3월 대비 0.3% 증가한 수치라고 밝힘
-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간 복합 성장률(CAGR)이 66.5%를 기록하는
등 헝가리의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이는 헝가리의 주요 통신 사업자인 티모바일(T-Mobile), 텔레노(Telenor), 보다폰
(Vodafone)이 2009년을 기점으로 3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진 결과임
l 한편, 사업자별 모바일 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티모바일, 텔레노, 보다폰 순이며,
텔레노와 보다폰의 2위 경쟁이 치열함
 티모바일의 해당 시장 점유율은 45.1%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텔레노(29.6%), 보다폰
(25.3%) 순으로 나타남
 2013년 9월 기준 사업자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는 티모바일이 2013년 3월 대비
13.3% 증가한 172만 5,000명을 기록했으며, 텔레노가 2013년 3월 대비 19.1% 증가한
113만 4,000명, 보다폰이 2013년 3월 대비 11.4% 증가한 96만 6,147명으로 각각
집계됨
헝가리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출처 : 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청(NM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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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사업자별 모바일 인터넷 시장 점유율 현황

※ 출처 : 미디어정보커뮤니케이션청(NMHH)

l 헝가리의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스마트폰 확대로 인한 가입자 수 증가와 부가 서비스의
확대로 가입자 수 및 데이터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헝가리의 주요 통신 사업자인 티모바일, 텔레노, 보다폰 등이 LTE 상용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LTE 상용 서비스 개시 이후, 헝가리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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