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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개요

지원 방안 마련 박차
l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는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기술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 중

인프라보호단 전자정부보호팀
주요 내용
l 현재 전 세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美 업체(구글, 아마존, MS 등)가 세계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는 상황
l 최근 美 업체인 IBM은 ‘연방정부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지원해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일조한다는 방침
※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Cloud First Policy) : 정부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제 도입
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정책

2012/2013년도 1분기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 유럽 클라우드 환경

출처 : GigaOM

출처 : Cisco, Cloud Readiness Heat Map
※ 색이 진할수록 클라우드 환경이 우수

l 美 정보기관의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이 美 대형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온 사실이 폭로되어 EU가 보안 확보를 위해 유럽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에 박차
- 유럽 시민과 기업들이 정보보안에 위험성이 없고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ECP’출범(‘13.8)
※ ECP(European Cloud Partnership, 유럽 클라우드 파트너십) : 유럽위원회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에 앞서 분산돼 있는 공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조직

l EU 집행위원회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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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위원회는 학계, 법률전문가, 업계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13.11.20. 공식 출범 예정)
l 유럽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환경을 구축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2015~2020년 사이에 6천억 유로(약 900조원)의 비용 절감이 예측되고, ICT분야에 대한 투자비용은
10~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l 유럽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및 보안 정책 등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사항으로 활용 가능
 미 국 ,영 국 등 은 정 부 차 원 의 민 간 클 라 우 드 서 비 스 를 적 극 활 용 하 기 위 해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
 정부 지원 차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과 확산에
대한 전략 필요
l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13.10.8)
 하지만 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
 클라우드 법안이 공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명확한 지침 필요

참고문헌
1. specialreport-digital-single-mar
2. making-europe-cloud-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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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기반 검색 서비스

인도 검색 서비스 사업자 이노즈(Innoz), SMS 검색 서비스 ‘SMS자이언

‘SMS자이언’ 화제

(SMSGyan)’으로 주목
l 인도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이노즈(Innoz)가 제공 중인 문자메시지(SMS)
기반의 오프라인 검색 서비스 ‘SMS자이언(SMSGyan)’이 화제

피처폰에서도 사용 가능한
오프라인 검색 서비스로 주목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SMS자이언’은 사용자가 검색을 원하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이노즈에 전송하면,
이노즈의 자체 시스템이 해당 키워드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찾아 문자 메시지로
다시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
 검색 결과 문자메시지 수신 이후에도 제공되는 하위 메뉴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
 검색 가능 분야는 환율이나 스포츠 경기 결과에서부터 배우의 나이나 기상 정보 등
모든 분야가 총 망라
 ‘SMS자이언’은 월 30 루피(약 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PC를 이용한
웹 환경에서는 무료로도 이용 가능
l IT 매체 더 넥스트 웹(The Next Web)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서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SMS
자이언’을 오프라인의 구글로 평가
 이노즈의 설립자 디팍 라빈(Deepak Ravindran)은 ‘SMS자이언’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상에서 직접 구글을 통해 검색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

‘SMS자이언(SMSGyan)’ 이용 예시

※ 출처 : The Next Web('13.10.24.)
l ‘SMS자이언’은 2011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3개국이 공동 개최한 스포츠
대회 크리켓 월드컵(Cricket World Cup)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도 및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인지도를 쌓기 시작
 당시 이노즈는 인도 통신 사업자 에어텔(Airtel)과 제휴해 전 세계 크리켓 팬들에게
‘SMS자이언’을 통해 월드컵 경기 스코어 및 관련 소식을 제공하면서 1억 회가 넘는
검색 요청 건수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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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후 ‘SMS자이언’은 인도 IT 업계는 물론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으며,
인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확보
 현재 이노즈는 7개국 12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SMS자이언’을 제공 중이며 2013년
10월 까지 총 13억 회 이상의 검색 요청 건수를 생산
 이노즈의 디팍 라빈 CEO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전 세계 1억 2,000만 명
이상이 ‘SMS자이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
 ‘SMS자이언’의 성장에 힘입어 이노즈는 2013년 4월 경제 매거진 ‘비즈니스 월드
(Business World)’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인도의 신생 기업 10개社 중 하나로 채택

‘SMS자이언’, 개발 도상국 피처폰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에 기여
l 디팍 라빈 CEO는 현재 전 세계에 보급된 휴대전화 40억 대 중 스마트폰은 10억 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즉 ‘SMS자이언’을 통해 30억 대에 달하는 피처폰에서도 스마트폰에 준하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디팍 라빈 CEO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저조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SMS자이언’이
높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설명
l 향후 이노즈는 문자 메시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
확인이나 이메일 확인, 쇼핑 등이 가능하도록 ‘SMS자이언’에 다양한 부가기능을
추가할 예정
 이미 ‘SMS자이언’은 ‘#서비스명’을 이용한 바로 가기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 중
 예컨대 ‘#team<Manchester United>’란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자동으로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 경기 전적 결과가 노출
 이 외에도 이노즈는 SMS 기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촉진을 위한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
l 이노즈는 현재 저가형 스마트폰을 위한 텍스트 기반 검색 플랫폼 개발도 진행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요구하지 않는 텍스트 중심의 검색용 브라우저 ‘브라우니
안드로이드(Brownie Android)’ 앱 개발에 착수

참고문헌
1. Business World, “The Answer Is An SMS Away”, 2013.4.10.
2. The Next Web, “Welcome to the world’s largest offline search engine”,
2013.10.24.
3. Wired, “Deepak Ravindran: we're converting dumb phones to smartphones, that's
it”,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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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터레스트,
대규모

투자

핀터레스트(Pinterest), 2억 2,500만 달러의 신규 투자 유치...기업 가치

유치하며

사업 확대 박차

38억 달러(4조 318억 원) 육박
l 차기 SNS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미지 기반 SNS 핀터레스트(Pinterest)가 2억
2,500만 달러(2,652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성공(’13.10.23.)

해외 진출부터 광고 상품
개발까지 공격적 서비스
운영 전략 예상

 이번 투자는 새롭게 투자자로 참여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의
주도 하에 기존 투자사인 앤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베서머 벤처
파트너스(Bessemer Venture Partners) 등이 참여
l 투자사들이 산정한 핀터레스트의 기업 가치는 약 38억 달러(4조 318억 원)에 육박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이는 2013년 2월, 핀터레스트가 2억 달러(2,12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을 당시
산정됐던 기업 가치인 25억 달러(2조 6,525억 원) 대비 52% 증가한 수치
 핀터레스트의 기업 가치 급성장은 수익 모델 부재로 아직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수준
l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핀터레스트는 이용자들이 가상의 게시판에 선호하는
이미지 콘텐츠를 게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들과 자신의 관심사
(interest)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핀터레스트는 언론 매체 CNN의 2012년 가장 주목받는 웹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1년 12월 한 달간 이용자 수 1,170만 명을 기록,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000만 명 고지를 달성한 웹서비스에 등극
 2010년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2013년 10월 현재 미국에서만 4,600만 명의 모바일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는 연초 대비 50% 증가한 수치
 IT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 핀터레스트는
페이스북에 이어 소셜 미디어 부문 트래픽 점유율 2위를 기록
l 시장조사업체 피보탈 리서치(Pivotal Research)의 브라이언 비저(Brian Wieser)
애널리스트는 이번 투자 유치가 핀터레스트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
 핀터레스트가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때까지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핀터레스트, 해외 진출 및 광고 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 모델 강화 본격
전개
l 핀터레스트의 벤 실버먼(Ben Silbermann) 공동설립자 겸 CEO는 이번 투자 유치로
핀터레스트가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그동안 미국 시장에 주력해왔던 핀터레스트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3년 말까지 추가로 10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핀터레스트는 향후 기술 인프라 개발에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속도를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며, 전략적인 기업인수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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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히 이번 투자금 유치로 핀터레스트는 광고 상품 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 창출
모델 확보에 나설 전망
 핀터레스트는 아직까지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2013년 8월 ‘리치 핀(Rich
Pin)’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등 조만간 광고를 통한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
 ‘리치 핀’은 소매업자들이 핀터레스트 상에 업로드 한 사진과 관련된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소매업체는 자사 제품 사진을 올리면서 가격과
제품 사이즈, 색깔 정보를 함께 제공해 사용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가능
핀터레스트의 ‘리치 핀(Rich Pin)’ 활용 예시

※ 출처 : Pinterest
l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핀터레스트의 마케팅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금 유치를 통해 새로운 광고 상품이 개발될 경우 핀터레스트는 높은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
 이와 관련해, 시장조사업체 비즈레이트(BizRate)는 핀터레스트 이용자 1,248명과
페이스북 이용자 4,7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 현황 조사를 실시
 그 결과 핀터레스트 이용자의 69%는 서비스 상에서 찾은 제품을 실제 구입하거나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
 반면 페이스북 이용자의 경우 단 40%만이 해당 서비스 상에서 찾은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
 즉, 상품 노출에 유리한 이미지 기반 SNS라는 점에서 핀터레스트는 광고와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는 것

참고문헌
1. Business Insider, “CONFIRMED: Pinterest Has Raised A Huge New $225 Million
Investment (Over Half A Billion Raised So Far)”, 2013.10.23.
2. Forbes, “10 Reasons Pinterest Booked 10 Million Visitors a Month So Fast”, 2012.2.18.
3. PCWorld, “Pinterest drives more than window shopping”, 2012.10.19.
4. USA Today, “Pinterest poised to pin down retail revenue”, 20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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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의 모바일 지갑서비스 ‘Passbook’에 대한 m-Commerce 업계 관심 고조

‘Passbook’앱,
Apple의

m-Commerce

시장공략

l ‘Passbook’ 앱은 출시 당시부터 마케팅 및 소매유통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킴
 광고 업체 벨티(Velti)의 CEO 크리쉬나 슈브라마니안(Krishna Subramanian)은
“passbook’은 위치정보에 특화된 기능과 충성도 제고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홍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라며 기대감을 표명

m-Commerce

시장의

판도

‘Passbook’ 분야별 사업자 브랜드

변화를 촉발할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로 부상 가능

인터넷산업단 인터넷서비스팀

※ 출처 : BI Intelligence
l 많은 사업자들이 ‘Passbook’ 앱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사업자 범위도 약국 체인, 대형할인마트, 메이저 소매유통사업자 및 레스토랑 체인을
필두로 이벤트 업체, 글로벌 항공사, 스포츠 리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진
구분

내용
Ÿ

화장품

전문

소매유통사업자

Sephora의

경우

‘Passbook’

출시

당일

‘Passbook’과의 연계에 힘 입어 ‘Sephora To Go’ 앱의 다운로드 건수가

소매유통

3만 8000건 수준으로 폭증하고, 생일선물, 무료 뷰티 강좌 등을 지원하는
Ÿ

고객 보상카드인 ‘Beauty Insider’를 업로드한 횟수가 1만 건을 돌파
Starbucks, Dunkin Dounuts, Sephora, Williams-Sonoma, Gap, Best
Buy 등을 고객사로 보유한 디지털 상품권 업체 CashStar는 ‘Pssbook’ 출시

상품권

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6월 iOS 6 단말로 전송된 자사 디지털 상품권
Ÿ

중 약 30% 가량이 ‘Passbook’에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American Airlines는 자사 ‘Passbook’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150만 명의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로, ‘Passbook’ 기반 자사

항공

비행기 티켓 유통 건수만 하루 평균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Ÿ

American Airlines 앱은 ‘Passbook’ 연계 효과에 힘 입어 ‘Passbook’ 출시

Ÿ

10일 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 건 증가
Fandango, Live Nation, Thrillcall, Ticketmaster를 비롯한 메이저 티켓

공연

판매 사업자들은 이미 자사 전자 티켓의 5~12%를 ‘Passbook’으로 전달하고
Ÿ

있는 상황
2012 시즌 동안 ‘Passbook’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행한 Major League
Baseball의 경우 4개 구단의 전자 타켓 중 12%가 ‘Passbook’을 통해 유통된

스포츠

것으로 드러남
Ÿ

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Major League Baseball은 2013년 시즌부터 13개
구단의 경기장에서 ‘Passbook’ 티켓을 통한 입장을 허용할 방침임을 공표

※ 출처 : STR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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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이용자를 사로잡고 있는 ‘Passbook’
l 온라인 미디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지난 7월 자사 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스마트폰 보유자의 8%, 아이폰(iPhone)
보유자의 20% 가량이 ‘Passbook’을 이용 중이라고 밝힘
- ‘Passbook’이 이용자 기반을 기분으로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그루폰
(Groupon)에 이어 4번째 큰 규모의 m-Commerce 앱의 지위를 점유
l 그러나 이미 미국 모바일 지갑 시장에서는 다수의 경쟁 서비스가 포진하고 있고, 자체적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제한된 모바일 지갑서비스라는 한계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안드로이드(Android) 단말이 급격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assbook’이 폐쇄적인 ‘Apple-Only’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
- 사업자들이 ‘Passbook’과의 연계를 위해 자사 모바일 앱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
l Apple이 업계의 우려를 극복하고, 모바일 시장에서 구축해 온 탁월한 브랜드이미지와 누적된
단말-콘텐츠 연계전략의 성과, ‘iBeacon’ 지문인식 등 신기능들과의 결합 시너지를 통해
m-Commerce 시장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등극할 수 있을지가 기대됨

참고문헌

1. ‘Apple may be developing a lead in mobile commerce’ , mobile Commerce
Press, 2013.09.23.
2. ‘Apple’s Location-Tracking iBeacon Is Poised for use in Retail Sales’,
Bloomberg, 2013.10.24.
3. STRABASE, 모바일 지갑서비스 ‘Passbook’ 앱, Apple의 m-Commerce 시장 공략
위한 발판 될까?,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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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아이,

사이버 공격, 각 국가별 상이한 특성 드러내

사이버 공격의 지역별
성격 및 특징 분석

l 보안 전문 업체 파이어아이(FireEye)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사이버 공격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파이어아이(FireEye)는 최근 발표한 ‘세계 전쟁 C: 오늘날 고도의 사이버 공격 뒤에 숨은

지역별 사이버 공격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대응력을 강화
필요

국가별 요인에 대한 이해(World War C: Understanding National-State Motive Behind Today's
Advanced Cyber Attacks)'를 통해 주요 국가별 사이버 공격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분석, 보고

 파이어아이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들을 유형 및 특성별로 분석한 후,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등 각 권역이나 국가별로 특이점들을 설명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먼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유형은 10억 3,50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질보다는 양적 우세를 내세우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요란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
 즉, 목적 달성을 위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어, 사이버 범죄자들의 적발 부문 역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
 미국과 서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주요 핵심 인프라 시설과 언론 매체, IT 대기업,
정부 등은 중국의 주된 사이버 공격 대상
 아울러 국가에서 연구개발 중인 핵심 연구 정보 등과 같은 지적재산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연구소 대상의 공격 발생 사례도 다수 발생
l 러시아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은밀하고도 효율적인 형태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체첸 공화국, 세르비아 등 러시아 주변 동맹국들과
함께 디도스 공격, 웹사이트 차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국들을 공격함으로써
사이버 공격 기술의 개척국으로 평가
 또한 사이버 공격을 위한 물리적 침입 증거 제거 능력이 뛰어난 사이버 공격 요원들을
통해 매우 은밀하게 미국 군사용 컴퓨터에 침입하거나 국제적 협상력을 좌우하는 연구
정보를 유출
 아울러 최근에는 타 주변국 뿐만 아니라 자국 내 국민과 각종 연구소, 군사 시설,
핵심 인프라 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사이버 공격용 몰웨어도 다수 발견
l 미국 발 사이버 공격의 경우에는 가장 정교하면서도 전문적인 기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
 파이어아이는 미국에서 발생된 사이버 공격은 주로 스턱스넷(Stuxnet), 듀큐(Duqu),
플레임(Flame), 가우스(Gauss) 등 다양한 형태의 악성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를
활용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
※ 스턱스넷(Stuxnet)은 2010년 6월 처음 발견된 발전소,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을 파괴
할 목적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컴퓨터 바이러스이며, 듀큐(Duau)는 이러한 스턱스넷의
변형으로 알려진 악성 코드 바이러스
※ 플레임(Flame)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특정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저장된 파일,
연락처 데이터, 컴퓨터 주변 대화 내용 녹음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밀 정보를 유출하도록
제작된 사이버 스파이용 악성 바이러스이며, 가우스(Gauss)는 이러한 플레임과 유사한
형태로 주로 금융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 코드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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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다수의 컴퓨터를 공격하기 보다는 가장 최소한의 컴퓨터를 선별적으로 감염
시키는 방식으로 사이버 전쟁에 대응
 미국발 사이버 공격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 기술적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법의 감시망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
l 중동 지역에서 주도하는 사이버 공격은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기술보다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
 예를 들어 악성 코드를 심은 워드 문서나 파워포인트 파일, PDF 파일은 물론 게임이나
매력적인 이미지 등을 활용해 타깃을 감염시키는 방식이 많이 활용
 이러한 속임수들은 악성 코드를 심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멀웨어 관련
경고 메시지를 눈치 챌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l 반면, 유럽의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반격 능력이 미비하다고 지적
 EU이나 NATO와 같은 유럽 국가 연합 기구들을 포함한 유럽 지역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 수단이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

각 지역 별 사이버 공격 특성의 이해는 보안 및 대응 강화에 도움
l 파이어아이의 케네스 기어스(Kenneth Geers) 수석 연구원은 오늘날 실제 분쟁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중요한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
 기어스 연구원은 각 국가들이 활용하는 사이버 공격 방식들은 지역별로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 공격 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l 미국 해군대학(Naval Postgraduate School)의 존 아킬라(John Arquilla) 교수는
사이버 공격을 막고 반격하는데 가장 큰 난제는 공격자의 신원과 발원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언급
 아킬라 교수는 탄도 미사일과 같은 물리적 무기는 발사 시 반환 주소가 입력되지만,
사이버 공격은 익명의 베일에 감춰진 상태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
 따라서 이러한 익명성을 걷어낼 최적의 방법은 컴퓨터 해커의 시스템 침입 경로를
추적하는 역해킹(Back Hacking)과 같은 숙련된 과학 수사 기법과 공격자의 전략적
특정과 지정학적 목표 등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

참고문헌
1. FireEye, “World War C: Understanding Nation-State Motives Behind Today’s
Advanced Cyber Attacks”, 2013.9.
2.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World War C: How Understanding Geopolitics
Can Help Protect Against Cyber Attacks”, 2013.9.30.
3. The Guardian, “Report outlines characteristics of nation-state driven cyber
attacks”, 2013.10.4.

목 차
14

2013년 11월 1주

구글, 악성코드 자동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카나리아(Canary) 버전은 악성코드를 자동적으로 차단

차단 기능 갖춘 크롬
브라우저 개발

l 구글(Google)은 안티악성코드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하는 악성코드의 다운로드
차단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화면하단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카나리아라는
크롬 브라우저를 개발


새로운 기술은 구글이 개발 및 승인한 평판점수에 근거하여 매일 10,000 여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Safe Browsing”기능에 추가

※ 크롬(Chrome) : 간단하고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현존하는 다른 웹 브라

개인정보보호단

우저에 비해 나은 안정성과 속도, 보안성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리웨어 웹 브라우저로,

개인정보보호지원팀

스탯카운터 통계 기준으로 2012년 5월 이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음

l 2013년 5월 美국가안보전략(NSS) 연구실, 상위 5개 브라우저의 악성코드에 대한
효과성 비교실험 진행
 NSS는 크롬의 악성코드 차단 비율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차단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밝혀냄
 인터넷 익스플로러 99.96%, 크롬 83.16%를 뒤이어 사파리 10.15%, 파이어 폭스
9.9%, 오페라가 2% 비율을 차지
l

NSS,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에 의해 사용되는 평판 전략을 비난
 평판 전략과 관련된 기술은 내용에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사용가능하므로 긍정오류와 사용자 에러에 더 취약성을 보임
※ 긍정오류(False positive) : 스팸 검사에서 정상 이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식별하는 것

 이와 같은 오류를 상쇄시키기 위해 이용자에게 잠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표시되거나 평판전략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선택권이 주어짐
l 구글은 또한 “Reset Browser” 설정을 추가하여 브라우저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초기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
악성코드 자동 차단 기능 적용 상태

출처 : I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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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하지만, 구글은 악성코드 자동차단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안티바이러스제품을 동시에 2개 이상 구동할 경우, 상호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기능이 기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참고문헌
1. PC World, "Google`s Chrome will automatically block malware", 2013.11.01.
2. ZD Net, "Chrome gains factory reset button", 2013.11.01.
3. IDG News Service, "Google, Implementation of automatic shut-off feature for
Chrome malware",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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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社,

개요

상반기 모바일 애드웨어
& 악성코드 동향보고서

l 시만텍(Symantec)은 상반기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의 애드웨어 및 악성코드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발표(’13.10.29)

발표
l 안드로이드 앱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애드웨어의 기능 중 단순 광고 창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전화번호, 개인계정 정보 유출 등 위험성이 높은 기능이 포함되는
앱이 증가하고 있음

침해사고대응단
종합상황대응팀

l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는 2012년 6월 32,000개에서 2013년 6월 273,000개로 약 9배가
폭증

주요 내용
l 앱 스토어 앱에 포함된 광고 라이브러리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바일 앱에 포함된 광고 라이브러리(Ad libraries)는 65개 이상으로 파악
-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확인된 악성행위를 기반으로 17개 카테고리 및 3개의 위험도로
분류
- 65개 광고 라이브러리 위험도 분석결과 50%이상이 고위험(High Severity)으로
분류됨

애드웨어 라이브러리에서 확인된 17개의 악성행위별 비율

※ 참고 : 위험도 구분
- Low severity : 데이터 유출 없이 광고만 디스플레이
- Medium severity : 위치정보,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 등 특별히 위해성이 없는 정보유출
- High severity : 전화번호나 개인 계정정보 유출, 광고팝업 이외의 아이콘생성 등 추가적인
악성행위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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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플레이(Google Play)의 앱에 포함된 광고 라이브러리 중 위험도가 높은
라이브러리의 사용빈도가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
15%에서 2013년 상반기에는 23.5%로 증가

2010년 ~ 2013년 일반광고 라이브러리와 고위험 광고 라이브러리의 비율 추이

l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트렌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패밀리(같은 계열)는 2012년 6월
121개에서 2013년 6월 204개로 69% 증가

-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샘플은 2012년 6월 32,000개에서 2013년 6월 273,000개로
약 9배 폭증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증감 추이

- 악성코드는 서드파티 앱스토어의 Games/Arcade & Action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배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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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유포로 악용되는 Top 10 안드로이드 카테고리

l 국내에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스미싱과 연계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스마트폰
악성코드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들 대상 모바일 보안 캠페인 강화 필요
-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 수칙’ 생활화 캠페인 전개, 폰키퍼 설치 유도를 위한
홍보강화 및 스미싱 보안공지를 통한 피해 예방 등
l 구글 플레이에서 배포되는 앱 4개중 1개가 위험성이 높은 광고 라이브러리를 포함
하고 있음이 분석결과 확인됨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서 배포중인 악성 앱에 대한
대응책 필요
- 구글 플레이에서 앱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등 악성 앱에 대한 대국민 대상 홍보,
악성행위 의심 앱 신고 채널 활성화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구글과의 핫라인
확보 등

참고문헌

1. Symantec社, "Mobile Adware and Malware Analysis report",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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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크립토락커‘,

PC

파일 손실 위협하며

(Cryptolocker)’ 활개

금전 요구

파일

암호화해

사용

불능으로

만드는

랜섬웨어

‘크립토락커

l 최근 랜섬웨어(Ransomware)의 일종인 ‘크립토락커(Cryptolocker)’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이 보도(’13.10.19.)
 랜섬웨어는 PC의 운영체제나 특정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
하지 못하게 만든 후, 이를 볼모로 현금 등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지칭

파일 파괴 시 복구 방법
없어 주의 요구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더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크립토락커’에 감염된 PC의 경우 통상 100시간 내에
300달러 또는 300유로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PC의 파일들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노출
크립토락커(Cryptolocker)의 금전 요구 메시지 노출 창

※ 출처 : The Hacker News(2013.10.13.)
l ‘크립토락커’는 주로 이메일 첨부 파일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의 경우 해당 악성코드를 업데이트 또는 대체하는 형태로도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메일 첨부파일로 확산되고 있는 ‘크립토락커’의 경우 스팸 메일 필터링 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실제 존재하는 금융 기관이나 공공 기관의 도메인
명을 도용한 발신자 주소를 사용
l ‘크립토락커’의 암호화 대상은 사용자 PC는 물론 사용자가 공유하고 있는 작업
그룹 파일부터 기업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까지 사용자의 PC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파일이 해당
 따라서 높은 보안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 사용자일수록 ‘크립토락커’에 따른 피해
규모는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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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시 복구 불가능...서버 추적도 어려워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 요망
l ‘크립토락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감염된 파일의 복구가 불가능
하다는 점
 ‘크립토락커’는 공개 키(public key)와 비밀 키(private key)를 동시에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사용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비밀키가 필요하나,
‘크립토락커’의 비밀키는 사이버 범죄자의 서버에 저장되며 해당 서버에 대한
접근은 범죄자 본인 외에는 원천적으로 차단
 따라서 사용자는 비밀키 확인 자체가 불가하며, ‘크립토락커’ 배포자가 비밀키를
제공하기 전에는 암호화된 파일 사용 역시 불가능
l 인터넷 보안 업체 시만텍(Symantec)의 게이빈 오고르만(Gavin O’Gorman) 대변인은
‘크립토락커’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제2 또는 제3의 PC를 통해 범죄자가 명령을
내리고 제어하는 서버와 연결되며, 그러한 서버는 다시 해외 회선을 수차례 경유한다고
지적
 따라서 ‘크립토락커’ 배포자를 추적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여러 국가의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
l 감염된 PC 내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실제로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암호화를 해제해 준다는 보장 역시 없는 상황
 범죄자들에 송금한 금액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에 악용될 소지도 존재
l 보안업체 소포스(Sophos) ‘크립토락커’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
이라고 설명
 최신 보안 핫픽스 적용 및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의 최신 상태 유지, 불명확한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 것을 권고
 또한 PC에 저장된 중요 파일을 오프라인 상태로 백업해 놓아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자동 동기화 기능의 경우 감염됨 파일이 최신 버전으로 판단되어
서버에 저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

참고문헌
1. Naked Security, “Destructive malware "CryptoLocker" on the loose - here's
what to do”, 2013.10.12.
2. The Guardian, “CryptoLocker attacks that hold your computer to ransom”, 2013.10.19.
3. The Hacker News, “CryptoLocker Ransomware demands $300 or Two Bitcoins to
decrypt your files”,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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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정부, 모바일 세금

르완다 국세청(RRA), 모바일 세금 결제 서비스 개시

결제 서비스 개시
l 르완다 국세청(RRA)이 2013년 10월 9일부터 年 기준 1,200~5,000만 르완다 프랑을
납세할 수 있는 모바일 세금 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힘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해당 서비스는 2013년 10월 8일에 재무경제계획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의 주최로 개최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되었으며, 르완다
국세청(RRA)은 모바일 세금 결제 서비스를 통해 세금 납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
 또한, 르완다 정부는 납세자가 쉽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내 시장이 투명적으로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르완다 국민들은 르완다 통신 사업자인 MTN Rwanda, Tigo Rwanda, Airtel
Rwanda가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MTN Mobile money, Tigo Cash, Airtel
Money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아울러, 사용자는 해당 모바일 세금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분기별로 총 거래액과
납부된 세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l 모바일 세금 결제 서비스는 르완다 정부가 2013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MDeclartion’ 시스템을 사용

 M-Declartion 시스템은 비구조형 부가서비스 데이터(Unstructured Supplementary
Service Data, USS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함
 비구조형 부가서비스 데이터(USSD)란 선불충전방식(Prepaid Callback Service)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방식으로 ‘#’과 ‘*’ 등 코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실행
 사용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800# 입력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등록하면 모바일 세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l MTN Rwanda는 2010년 2월부터 르완다 상업은행(Bank of Rwanda)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개시

 MTN Rwanda 가입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l 한편, Tigo Rwanda는 2013년 6월 22일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Tigo-Matics
ATMs’을 선보인 바 있음

 Tigo Rwanda 가입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Tigo Rwanda는 해당 서비스를 르완다의 Muhima와 Nyabugogod 등 주요 도심지역에서
제공되며, 향후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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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Rwanda, Tigo Rwanda 모바일 결제 서비스 현황(2013.10)

※ 출처 : Telegeography(2013.10), Reuter(2011.05.)

l 르완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이 확대되고 상기 기술을 지원하는
모바일 결제 솔루션 사업자들의 해당 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르완다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주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통신 사업자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동 요금 징수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 범위가 비도심 지역으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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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013년 12월까지

이란 정보통신기술부(ICT),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구축 프로젝트 추진

브로드밴드 대역폭 100Gbps로
증가 계획

l 이란 정보통신기술부(ICT)는 이란 브로드밴드 대역폭을 2013년 4월까지 100Gbps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이란 정보통신기술부(ICT)는 통신과 정보기술 사업의 주무부처로 관련 정책 입안,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법 집행, 시장 감시, 요금 규제 등 통신과 관련한 전권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 상기 기관은 72Gbps 대역폭을 구현하는 現 이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10Gbps
대역폭 증가를 목표로 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4월까지 해당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100Gbps로 증가시킬 계획

l 이란 정부는 초고속 브로드밴드 접속 회선수를 3,600만 회선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경제사회 발전계획 2010~2015’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1단계로 전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용할 계획이며, 해당 계획은
2013년에 완료될 예정
 한편, 경제사회 발전계획 2010~2015의 완료 예정일인 2016년 3월까지 이란 브로드
밴드 대역폭을 2Tbps로 증가시킬 계획
l 한편, 이란 정부는 UAE-Iran 해저 광 케이블 시스템을 통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양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유럽과 페르시아 사이를
잇는 광 케이블 시스템(Europe Persia Express Gateway(EPEG) Fibre-Optic System)을
이용 중
 상기 EPEG 광 케이블 시스템은 프랑크푸르트,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페르시아
국가들을 관통하며, 총 길이는 10,000km임

이란 브로드 밴드 대역폭 증가 프로젝트 개요

※ 출처 : 각종 보도자료(2013.10.)

25

2013년 11월 1주

EPEG 광 케이블 시스템 현황

※ 출처 : Telekomza(2013)
l 이란 정부는 적극적인 브로드밴드 관련 프로젝트 추진과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향후
이란 브로드밴드 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이란 정부는 양질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대중화를 목표로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 프로
젝트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상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과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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