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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 행정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후속 프로젝트 공개
사이버보안 기술도 재래식 무기와 동일하게 수출 통제 조치 시행 임박
일본 SNS 기반 방송 서비스 트윗캐스팅, 400만 사용자 돌파
영국 13-17세 청소년의 디지털 통신·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NATO,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대비 훈련 실시
정보보안포럼(ISF), “2014년 TOP 6 보안위협” 발표
떠오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치 급등에 따른 해킹 피해 증가
모바일 매드웨어와 악성코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급증
Trusteer社, 타깃 해킹 공격(APT) 연구결과 발표

중남미 이동통신 시장 규모, 개발도상국 압도
북미지역의 LTE관련 인프라 투자, 2013년 정점 전망

오마바 행정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후속 프로젝트 공개

오바마(Obama) 행정부, 신규 빅데이터 프로젝트 대거 공개
l 미국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과 미국 IT R&D 프로그램 NITRD(Networking Information Technology
R&D)가 신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공개(’13.11.12.)
 오바마(Obama)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연방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90개 기관과 공동 프로그램

위한 정책으로 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빅 데이터 R&D 이니셔티브(Big

진행

Data R&D Initiative)’를 진행 中
 이번 OSTP와 NITRD가 공개한 신규 프로젝트들은 '빅 데이터 R&D 이니셔티브’의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후속 조치로써 진행
l OSTP의 토마스 카릴(Thomas Kalil) 기술 및 혁신 담당 부국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유명 하이테크 기업, 제약 사업자, 연구소 등
9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프로젝트 추진 분야 역시 의학에서부터 지리 정보학, 경제학,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이 포함
l 일례로 아마존(Amazon)의 경우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과 함께 천문학 관련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
 지구 관련 관측 데이터를 아마존의 스토리지 서비스인 'AWS 공공 데이터 셋
(Amazon Web Services Public Data Set)'에 축적 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NEX(NASA Earth eXchange)'를 구축
 ‘NEX’는 누구나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운영됨은 물론,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데이터 업로드도 허용할 계획
 또한 ‘NEX’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툴은 시민과학연대(Citizen Science
Alliance)가 진행 중인 우주 관련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쥬니버스닷오알지
(Zooniverse.org)’에도 적용될 예정
※ ‘쥬니버스닷오알지(Zooniverse.org)’는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우주 데이터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NASA에 제공하는 프로젝트

l 미국임상종양협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의 경우 암 질병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미국임상종양협회는 암정복재단(Conquer Cancer Foundation), 생명 공학 업체
암겐(Amgen)의 기부재단 등과 공동으로 암 질병을 보유한 환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해당 데이터들은 2015년 개발 완료 예정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캔서링크
(CancerLinQ)’를 통해 관리
 ‘캔서링크’ 개발에는 총 8,0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임상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질병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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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이 운영하는 임상 실험 관련
통계 자료 제공 웹 서비스 ‘클리니컬트라이얼스닷거브(clinicaltrials.gov)’의 경우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주요 민간 사업자들과 협력을 진행
 현재 NIH는 노바티스(Novartis), 화이자(Pfizer), 일라이 릴리(Eli Lilly) 등 글로벌
의료 사업자들과 함께 임상 실험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착수
 또한 임상 실험 결과와 환자 정보를 자동으로 매칭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타깃
헬스 프로파일(target health profile)' 개발을 진행 중
 2014년 초 완성 예정인 해당 플랫폼은 ‘클리니컬트라이얼스닷거브’의 기능 보강을
위해 활용될 계획

l OSTP는 비영리 조직 데이터카인드(DataKind)의 프로젝트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를
이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촉진할 계획
 피보탈(Pivotal), 테라데이터(Teradata) 등 빅데이터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전문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카인드는 참전 용사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헬스케어 서비스 효율 개선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l 그 외에도 OSTP와 NITRD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NIH는 생명 공학 과학 커뮤니티의 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돕기 위한 툴 개발 및
IBM 리서치(IBM Research), 가이징거 의료 시스템(Geisinger Health Systems),
셔터 헬스(Sutter Health) 등과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한 질병 사전 감지 알고리즘을
개발

 이와 더불어 OSTP 역시 빅데이터 기반의 유행성 질병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뉴욕 대학(New York University),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워싱턴 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은 향후 5년간
3,780만 달러(약 397억2,780만 원) 투입해 빅데이터 분석 협력 도구 개발을 실시
 조지 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경우 자체 의료 센터를
통해 인간의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세대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
 뉴욕시는 산하 데이터 분석 기구인 MODA(Mayor's Office of Data Analytics)를 통해
재해 대비 프로그램, 뉴욕 시에서 운영 중인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
 기타 전 세계 대학들과 공동으로 7,000개 언어의 데이터화를 시도하는 카무시
프로젝트(The Kamusi Project), IBM의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도
진행될 계획

참고문헌
1. OSTP, “Fact Sheet: Data to Knowledge to Action”, 2013.11.12.
2. OSTP, “"Data to Knowledge to Action" Event Highlights Innovative Collaborations
to Benefit Americans”,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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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기술도 재래식
무기와

동일하게

수출

통제 조치 시행 임박

바세나르 체제 동맹국들, 수출 통제 품목에 사이버보안 기술 추가에 합의
l 국가 간 전쟁이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동맹국들이 스파이 행위나 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 전쟁 억제를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 수출 통제에 합의

민간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업체의 활동에 영향 예상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은 지난 12월 첫째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감시 및 해킹 소프트웨어와 암호화 기술 등을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제를 논의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바세나르 체제 사무국에 따르면, 동 의제는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결정된 상황

l 바세나르 체제는 본래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냉전 시기에 출범한 다자간 전략 물자 수출 제재 국제조직
※ 정식 명칭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무기 거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약에 대한 수용 여부는 각 국가의 법령, 정책 및 국가의 재량에
따라 결정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러시아 등 41개 국가가 참여

l 기존의 바세나르 체제의 규제 대상 물품은 크게 ‘재래식 군사 무기(Conventional
Arms)’와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로 구분

 ‘재래식 무기’는 UN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8개 무기 품목에 대한
무기 명칭 및 수량 등의 실적 정보를 6개월 마다 제공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은 일반, 민감 품목(Sensitive List) 및 초민감 품목(Very
Sensitive List)로 구분되어 연 2회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각 구분에 따라 무기에
대한 실적 정보의 세부 항목은 상이

l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바세나르 체제의 규제 대상 물품 중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사이버보안 기술이 일부 포함
 총 9개 카테고리 가운데 4번 째 카테고리인 ‘컴퓨터(Category 4 - Computer)’와 5번의
첫 번째 카테고리인 ‘통신(Category 5 Part 1 - Telecommunication)’에 사이버보안
기술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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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카테고리’에서는 사이버 침임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어 이를 생산, 운영, 배포
하는 컴퓨터 시스템, 장비, 부품이 새로운 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
 또한 ‘통신 카테고리’에서는 IP 네트워크 통신 감시 시스템 또는 장비들로, ▲통신사
IP 네트워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분석, 음성・영상・메시지 등의 특정 콘텐츠
및 메타 데이터의 추출 또는 색인 작업을 수행하거나 ▲하드웨어의 기본 구성에 대한
검색 실행 및 개인 또는 그룹 네트워크 간 관계 맵핑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규제
대상으로 포함

사이버보안 기술 수출 규제로 사이버 감시 솔루션 업체의 사업 활동에
타격 예상
l 사이버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현재 보안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하는 영역 중 하나
 영국 정부 산하 무역투자국(UK Trade and Investment)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글로벌 보안 시장 규모는 2011년에 이미 1,230억 파운드
(약 212조1,627억 원)에 달했으며 연 평균 10%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영국 무역투자국은 지난 5월 글로벌 보안 시장의 실태와 영국의 보안 기술 수출 전략을
분석한 ‘사이버보안: 영국의 수출을 위한 접근(Cyber Security: The UK's approach to
exports)’ 보고서를 발표

l 한편, 영국 씽크탱크인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데이비드 리빙스톤(David
Linvingstone) 연구원은 오늘날 국가 간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은 군비 확장 경쟁과
비슷하다고 언급
 리빙스톤 연구원은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도 일반적인 군비 경쟁과 같이 한 편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쪽에서 맞대응할 수 없도록 적국의 기술 개발을 늦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기술이 주로 민간 영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즉, 현재 민간 기업을 통해 개발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의 판매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각국 관계 기관이 임기응변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술
판매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
l 사이버보안 기술 중 특히 우려되는 기술로는 사용자가 데이터에 숨겨진 바이러스,
멀웨어 감시 프로그램을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소위 ‘심층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가 대표적
 각 국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사이버보안 기술이 적성국의 손에 넘어갈 경우, 이를 활용
한 사이버 공격 계획이 좌절되거나 서방 진영의 스크리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취약점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
l 이번 바세나르 체제에서의 논의를 주도한 영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사이버보안 기술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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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련 기술들이 네트워크 보호나 범죄자 추적 및 방어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적국의 손에 넘어갈 경우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음을
강조
 그는 이러한 문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식은 국제적 합의를 통한
수출 규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

l 이번 합의로 바세나르 체제 수출 제한 품목에 사이버보안 기술이 포함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민감한 사이버보안 기술에 대한 금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
 특히 각국 정부 기관과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에 상용 해킹 소프트웨어를 판매 중인
이탈리아의 보안 전문 업체 해킹 팀(Hacking Team)과 같은 사이버 감시 용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활동에 영향이 미칠 전망

참고문헌
1. Financial Times, “Cyber war technology to be controlled in same way as
arms”, 2013.12.4.
2. The Verge, “Digital spy tech could face same regulation as weapons in
international treaty”, 2013.12.4.
3. ZDNet, “Governments planning to control security tech exports”,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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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반 방송 서비스 ‘트윗캐스팅(TwitCasting)’, 일본 10대 중심으로

일본 SNS 기반 방송 서비스
트윗캐스팅, 400만 사용자

인기몰이
l 사용자가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을 이용해 직접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생중계할 수 있는 일본의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트윗캐스팅

돌파

(TwitCasting)’이 서비스 개시 3년 만에 사용자 수 400만 명을 돌파
 ‘트윗캐스팅’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2년 4월 사용자 수 100만 명을

미국 시장 진출 선언하며 해외
사업 전개 본격화

돌파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
 이후 10개월 만인 2013년 2월 사용자 수가 200만 명에 이른데 이어, 다시 9개월
만인 11월에는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트윗캐스팅’의 인기가 급상승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특히, ‘트윗캐스팅‘ 이용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1월 기준 50%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일본 대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133만 명이 ‘트윗캐스팅‘을
이용 중
l 2009년 12월, 애플(Apple)이 아이폰(iPhone)의 카메라 API를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트윗캐스팅’이 탄생
 현재 ‘트윗캐스팅’은 iOS는 물론 안드로이드(Andoroid) 기반 단말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캠이 설치된 PC 단말에서도 이용 가능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트윗캐스팅을 이용해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용 앱 ‘트윗캐스팅 라이브(TwitCasting Live)’를 설치
 이후 방송 리스트에 노출될 스크린 샷과 방송 제목, 콘텐츠 카테고리를 설정한 후
방송을 시작
 반대로 ‘트윗캐스팅’의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트윗캐스팅 뷰어(TwitCasting
Viewer)’를 설치 후 원하는 방송 목록을 선택
 ‘트윗캐스팅’의 모든 기능은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되며, 트위터의 팔로워나
페이스북의 친구를 시청자로 초대하거나 즐겨 찾는 방송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
‘트윗캐스팅 라이브(TwitCasting Live)’(좌) 및 ‘트윗캐스팅 뷰어(TwitCasting
Viewer)’(우) 앱 이용 스크린 샷

※ 출처 : iT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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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재 트윗캐스팅은 가상 화폐 판매 및 서비스 내 광고 노출을 통해 매출을 확보
 트윗캐스팅 사용자는 로그인 시 기본 100포인트를 제공 받으며 해당 포인트를
이용해 방송 송출, 콘텐츠 시청, 친구에게 선물하기 등이 가능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1엔당 1포인트를 추가 구매할 수 있으며, 최소
500포인트부터 구매 가능
l ‘트윗캐스팅’을 개발한 모이 코퍼레이션(Moi Corporation)은 ‘트윗캐스팅’이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원인으로 높은 스마트폰 보급율과 네트워크
효과를 거론
 일본 고교생 중 스마트폰 소유자가 84%에 이르는 등 일본 10대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트윗캐스팅’의 서비스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트윗캐스팅’은 단순한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회선 속도가 느린 저대역폭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질 조정 기능 등을 활용 중
 또한 방송 순위 상위 사용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수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함에 따라,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10대들에게 있어 ‘트윗캐스팅은’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음
 이에 덧붙여 모이 코퍼레이션은 메시징 서비스 라인(Line)이 큰 인기를 얻은
것처럼 일본의 10대들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유독 선호한다고 설명

‘트윗캐스팅’,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 추진
l 모이 코퍼레이션은 ‘트윗캐스팅’의 전체 이용자 중 10대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해, 음란물 및 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
 ‘트윗캐스팅’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 및 코멘트는 자체 요원 및 사용자
보고서를 통해 모두 모니터링 되며,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확인 작업도 실시
 모이 코퍼레이션은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도 진행
l 한편, 모이 코퍼레이션은 '트윗캐스팅'의 미국 실리콘 벨리(Sillicon Valley) 진출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
 모이 코퍼레이션은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 일반화되었고 미국이 IT 업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트윗캐스팅'이 영어권 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참고문헌
1. The Next Web, “Live video app TwitCasting is popular with Japanese teens,
and now it’s targeting the US”, 2013.11.22
2. Venture Beat, “This social video app is more popular than Facebook among
Japanese teens”, 2013.11.22
3. TwitCasting(ツイキャス), http://twitcasti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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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3-17세 청소년의

Logicalis UK, 영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통신·미디어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

디지털 통신·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l 글로벌 IT회사 Logicalis가 영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통신과 미디어 사용에 관한 조사
“The Realtime Generation Surve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13.12.9.)

13-17세 청소년은 평균 6대의

- Logicalis UK가 영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통신·미디어 사용 실태에 관한 6번째 연간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고서 ‘The Realtime Generation 2013 : Rise of the Digital First Era’를 발표

그들의 일상은 매우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 보고서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디지털 통신·미디어 기술을 사용하고 접해 온 13세에서
17세 청소년 세대를 ‘Realtime Generation’이라 지칭

- 조사는 영국의 13-17세 청소년 1,00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소유 현황, 사용유형, 콘텐츠 소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l 13-17세 청소년들은 평균 6대의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미 그들의

인터넷문화단 인터넷문화기획팀

일상은 매우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 조사 대상의 84%는 스마트폰을, 78%는 노트북(Laptop)을, 51%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6대의 디지털 기기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소유 현황 (복수 응답 허용)

※ 출처 : Logicalis’ The Realtime Generation: Rise of the Digital First Era

- 보고서는 Kindle, Xbox, iPod Touch 등 타 기기와 연결 가능한 기기들의
등장은 디지털이 청소년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 학교 과제 수행 시 데스크탑 PC 대신에 노트북(Laptop)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75%,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디지털이 지닌 이동성과 연결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은 남녀 각각 37%, 55%로
디지털 기기, 특히 스마트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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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앱 1위는 페이스북(Facebook)이고, 최신 뉴스나 이슈를
가장 처음 접하는 경로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로 조사됨
- 앱 이용관련 질문에 대해 ‘페이스북(Facebook)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23%로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YouTube)는 20%로 2위를 차지
- 보고서는 응답자의 61%가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공유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청소년은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창조하기도 한다고 설명
- 한편, 청소년의 66%는 최신뉴스나 이슈를 온라인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접하는 경로는 뉴스사이트가 34%, 소셜미디어가 25%, 유튜브와
블로그가 각각 6%와 1%로 나타남
청소년이 최신 뉴스나 이슈를 접하는 경로

※ 출처 : Logicalis’ The Realtime Generation: Rise of the Digital First Era

참고문헌
1. uk.logicalis.com, “The Realtime Generation: Rise of the Digital First Era”,
2013.12.9.
2. BBC, “Teenagers 'own six digital devices', survey suggests”, 2013.12.9.
3. theinformationdaily.com, “UK teenagers to create 'digital first' workforce,
survey reveals”,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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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대비 훈련
실시

NATO, 에스토니아에서 사이버보안 모의 훈련 ‘사이버 연합군’ 실시

l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가 28개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참여 하에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 대비 모의 훈련인 ‘사이버
연합군 2013(Cyber Coalition 2013)’을 실시(’13.11.26~28)

다양한

기법의

동시다발적

공격에 대비한 모의 훈련에
400여 명의 전문가 투입

 이번 훈련은 에스토니아의 타르투(Tartu) 지역에 위치한 국방 대학(Estonian National
Defence College) 내 훈련 센터에서 진행
 400여 명의 정보보안 기술 전문가를 비롯해 각국의 법률가, 정부 관계가 등이 참여
했으며, 유럽연합 및 뉴질랜드 정부가 옵저버(Obsever)로 참여해 훈련 진행 과정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참관
 본 훈련에 참여한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개최국인 에스토니아의 100여 명과 나머지
27개 NATO 회원국 및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협력 국가의 300여
명으로 구성

l 이번 훈련 기간 동안 개최국인 에스토니아는 지난 2007년 4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이후로 사이버보안에 대해 각별히 투자를 기울이고 있음

 2007년 4월 당시 에스토니아는 의회, 은행, 정부 부처, 언론사 등을 겨냥한 유례없는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을 경험
 이에 2008년 10월, 에스토니아 정부는 수도인 탈린(Tallin) 지역에 NATO 협력 사이버
방위 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를 유치

l 에스토니아 측은 이번 ‘사이버 연합군’ 훈련 참가들에게 관련 정보보호 인프라와
훈련 시설 및 병참 지원 등을 제공

 아울러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Tallin) 지역에 위치한 NATO 협력 사이버 방위 센터
(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및 방위군(Estonian Defence Forces), 정보 시스템국
(Estonian Information System Authority) 등도 훈련 과정 및 준비에 참여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을 훈련 시나리오로 설정
l 이번 훈련의 목적은 NATO 회원국 및 협력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를 점검
하기 위함

 즉, 실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사이버보안 요원들이 협력 및 조정 작업을 통해 공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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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따라서 본 훈련에서는 가상의 사이버 공격을 가정하고, 참가국들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및
관리 기관들이 협력, 조정, 조치함으로써 이를 퇴치하는 형식으로 훈련 시나리오를 설정
 에스토니아 국방부의 롤랜드 무로프(Roland Murof)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서 본넷과
멀웨어 감염 웹사이트 등 각기 다른 사이버 공격 기법을 이용한 동시다발적 다중 정보
네트워크 침임에 대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다고 언급
 또한 무로프 대변인은 각각의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은 가상의 국가가 지원하는
가공의 기관을 만들고 그에 소속된 공격자를 가정해 진행했다고 부언
l NATO의 제이미 샤(Jamie Shea) 사이버보안 담당 참모차장은 오늘날 사이버 공격은
점차 정교하고 복잡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NATO 회원국들은 그에 상응
하는 대응 능력 발전이 요구된다고 지적
 샤 참모차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NATO가 시스템 테스트와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중요한 정보 네트워크를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
l 한편, NATO는 한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이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
 따라서 현재 NATO 회원국들의 정보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책임은 해당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참고문헌
1. Estonica Defence Foreces, “Estonia to host NATO cyber defence exercise”,
2013.11.25.
2. Press TV, “NATO holds largest-ever cyber security exercises”, 2013.11.27.
3. RT, “NATO launches ‘largest ever’ cyber-security exercises”, 2013.11.26.
4. The Register, “These lucky people get paid to play CYBER WAR GAMES”,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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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포럼(ISF),
“2014년 TOP 6
보안위협” 발표

개요

l 정보보안포럼(ISF)은 점점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사용자 보안 인식의 고취
및 제고를 위해“2014년에 직면하게 될 6대 보안 위협”을 발표(`13.12.3.)

올바른 보안 인식을 통해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 필요

※ 정보보안포럼(전 유럽보안포럼)은 1989년에 설립된 정보보호 및 관련 모범사례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협회

주요 내용
인프라보호단 전자정부보호팀
l 정보보안포럼(ISF)은 BYOD 동향, 클라우드, 사이버범죄 등을 포함한 2014년에 직면하게
될 6대 보안 위협을 발표
- 스티브 더빈(Steve Durbin, Global Vice President of the ISF)은 2014년에는
사이버공격은 더 혁신적이고 정교해 질것이며, 불행하게도 조직이 새로운 보안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동안, 사이버범죄자들 또한 우회하는 새로운 공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
1. BYOD 트렌드(Bring Your Own Device Trends)
- 개인용 단말기의 업무활용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정보보호에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 BYOD가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개인 단말기의 보안수준이 조직에서 요구되는
업무용 보안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
※ BYOD(Bring Your Own Device) : 개인 소유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 단말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말함

2. 클라우드에 포함된 개인정보(Data privacy in Cloud)
- 무선 인터넷의 보급 및 스마트 기기 확산, BYOD 시장의 확대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는
이점은 분명 있지만, 조직의 정보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정보보안포럼(ISF) 측은 언급
-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 역시 자신들의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접목시키고 있으며 2014년에는 클라우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3. 정부 및 기업들의 명성 손상(Reputational Damage)

- 온라인에서의 해커들은 더욱 조직적이고 정교해 짐에 따라, 모든 위협들은 정부나
기업들의 명성에 큰 손상을 주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정부나 기업에서는 더욱 지능화 되고 있는 공격들에 대해서 예방하고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

16

2013년 12월 2주

4.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제(Privacy and regulation)
- 대부분 정부가 이미 만든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규제가 나와 있지만, 기업은 이를 잘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가 생기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음
- 국내의 경우는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이 개정안은 개인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기업 및 기관에 과징금 부과, CEO징계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이 강화되면서 관련

보안솔루션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5. 사이버범죄(Cybercrime)
- 인터넷에서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핵티비즘
등 해킹규정 준수 문제로 인한 사건발생 원인 및 준수의 충돌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핵티비즘(Hacktivism) :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의 합성어로서, 공격 대상자의
시스템에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해킹이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

6.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 최근 IT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IT기술로 등장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는 사물이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통신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며, 2014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로 꼽히고 있음
- 그러나, 정부 및 각 부처의 정보보호전문가들은 인터넷과 기술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는
지난 몇 년 동안 성장해 오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의 수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Internet of Things(IoT) :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

l 스마트 기기의 다양화 및 IT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2014년에는 사이버공격들이 더욱
고도화되고 조직화될 것이며, 이를 대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나 다양한 보안 이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보안 인식을 통해 관련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1. http://www.eweek.com/security/bring-your-own-makes-top-6-security-threat
s-list-for-2014.html
2. http://www.net-security.org/secworld.php?id=1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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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가상화폐

개요

비트코인 가치 급등에
따른 해킹 피해 증가

l 비트코인은 2009년 초 온라인상에 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 각지에서 가상화폐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의류, 음식, 주거, 미용, 예술품, 자동차, 주유, 주류, 가전, 생활용품, 환전소

비트코인이 국내 기업 및

등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증가

소매점에 통용, 도입 전에
세계 비트코인 사용매장 및 국내외 사용현황

보안점검 및 대책마련 필요
정보보호산업단
기업정보보호팀

전 세계 약 1586곳

2013.12.04.

국가

비트코인 사용현황

한국

파리바게트 비트코인 사용 가능, 기부금 비트코인 접수 추진

미국

5만여 개 소매점에서 통용, 비트코인 사용 상점 및 거래
중개 업체 급증

중국

비트코인으로 기업거래 시장 등장, 상하이 고급 아파트 구입
가능, 외국인 대상 온라인 쇼핑몰 등장

영국

민간우주여행선 탑승료 비트코인 납부 가능

캐나다
키프로스

비트코인 현금지급기(ATM) 등장
최대 사립대 니코시아대 비트코인으로 등록금 수납
※ 출처 : coinmap, 한국일보

l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가치가 급등
 올해 초 약 13달러 가치의 비트 코인이 현재 약 1,200달러(약 126만 1,200 원)를 육박
하고 있음
 비트코인 총 유통은 2100만(BTC)개로 정해져 있어 가치가 증가 할 것으로 보임
비트코인 가치(2013.12.4. 기준)
비트코인 총 유통량
12,042,075 (BTC)

비트코인 시가총액
$ 14,522,290,391

비트코인 시장 가격
$ 1,206

※ 출처 : Blockchai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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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노리는 해킹 시도 증가, 거액의 피해 잇따라
l Sheep Marketplace에서 1억 달러(약 1,051억 원)상당 비트코인 사라져
 비공식 온라인 시장(Sheep Marketplace)에서 5,400BTC 도난 이후 총 9만 6,000
BTC 사라짐
l 비트코인 기업 BIPS 디도스 공격이후 약 100만 달러(약 10억 5,100만 원) 탈취
 비트코인 거래소의 서버를 공격(디도스), 마비시킨 후 고객의 비트코인 총 1,295BTC
탈취
l 비트코인 월렛 서비스 기업(Input.io) 약 150만 달러(약 15억 7,650만 원) 탈취
 해당 기업의 가입절차가 이메일, 비밀번호, 핀넘버 등으로 간소하여 오래된 이메일
계정에 핸드폰 번호가 없는 경우 비트코인을 탈취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2차례의
해킹으로 총 4,100 BTC 탈취
l 디도스 공격을 통한 패스워드 탈취 DNS서버 하이재킹을 통한 해킹으로 이용자의
비트코인을 훔쳐감

시사점

l 인터넷에 연결된 월렛 서비스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통한 해킹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나 USB등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야함
l 통화로써의 가치 논쟁을 떠나 보안관점에서 해킹 증가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우려됨
l 우리나라도 파리바게트, 커피점(Bachman Roasting) 비트코인 사용매장이 하나 둘
생겨남에 따라 보안점검 및 보안대책 마련이 요구됨
l 스마트기기를 겨냥한 비트코인 어플도 배포되어 보안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것
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주의 및 보안대비가 필요함

참고문헌
1. ZD Net, “Anonymous website disappears with $100M in Bitcoin”, 2013.12.05.
2. InformationWeek, “Bitcoin Password Grab Disguised As DDoS Attack”,
2013.12.04.
3. eSecurity Planet, “Hackers Steal $1 Million from Bitcoin Payment
Processor BIPS”, 2013.11.25.
4. eSecurity Planet, “Inputs.io Taken Down by $1.5 Million Bitcoin Theft”,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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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매드웨어와
악 성 코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급증

시만텍社, 모바일 애드웨어와 악성코드 관련 최신 동향을 분석한 ‘모바일
애드웨어 및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발표
l 매드웨어(Madware)는 광고성 애플리케이션 중 본래용도와는 다른 기능을 설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및 기기정보를 노출하는 악성코드
 매드웨어는 애드웨어가 초래하는 피해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중요정보를
유출하고 전화연결 시 광고음원이 나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위험단계에 속함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보호지원팀

※ 낮은 위험 단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상단 알림바에 팝업창을 띄우지만 정보유출은 없으며,
보통 위험 단계는 모바일 네트워크 정보 등을 수집하나 큰 피해가 없는 단계를 뜻함

l 서드파티 앱스토어(Third Party App Store)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매드웨어
비율은 2012년 대비 23% 증가
 매드웨어는 특히 동영상 배경화면과 위젯 부분과 같은 개인화 카테고리에서 급증
 매드웨어의 2/3는 국제단말기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등 기기정보를 유출하며, 1/3은 알림표시줄에 광고를 노출시켜 사용자 불편을 초래
※ 위젯 : 컴퓨터, 모바일 등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날씨, 달력, 계산기 등의 기능과
뉴스, 게임, 주식정보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응용프로그램
※ 서드파티 앱스토어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앱 장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매드웨어 추이

출처 : ZD net
l 반면,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간 확인된 악성코드는 69% 증가
- 대부분의 악성코드는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서드파티 앱스토어
내에서 위험성이 높은 카테고리는 게임/아케이드&액션, 사진 순으로 나타남
- 악성코드만 전문적으로 생성하는 스토어도 있으나 6개월 내에 1천개 이하의 앱만을
제공하거나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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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증가 추이

출처 : ZD net

l 시만텍은 개인 사용자 및 기업을 위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보안 및 관리 권고
사항’을 발표

 개인사용자들에 스마트폰 암호 잠금 기능 설정, 보안 앱 설치, 모르는 번호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 및 첨부된 URL에 대한 주의를 당부
 기업사용자들은 조직 내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보 수집과 사용 관련
보안 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

참고문헌
1. Symantec, "Symantec Security Response",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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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er社,

타깃

개요

해킹

공격(APT) 연구결과 발표

l Trusteer社는 APT 공격 대응경험이 있는 750명의 IT 및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근
타깃 해킹공격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13.12.6)
※ Trusteer : IBM 산하의 엔드 포인트 사이버공격 예방 전문 보안업체

침해사고대응단
종합상황대응팀

주요 내용
l APT 공격 등 조직의 최대 보안 위협은 악성코드 및 제로데이 공격
- 연구 참가자의 93%는 APT 공격의 최초 근원지는 악성코드로부터 시작된다고 답변
- 68%는 자사의 보안시스템의 최대 위협은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답변
l APT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침입탐지시스템(IDS), 백신프로
그램, 침입방지시스템(IPS), 보안 전문 업체 아웃소싱 등이 있음
- 연구 참가자의 85%는 APT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침입탐지시스템을 사용
- 평균적으로 매년 9건의 APT 관련 사고를 발견하고 침입탐지시스템과 백신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취약점과 악성코드를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음
- 침입탐지시스템은 특정기관에 설치된 시점부터 평균적으로 225일 후에 APT 공격을
탐지, 63%는 APT 공격이 우연히 탐지되었다고 답변
l 자바와 어도비 리더는 많은 보안위협을 가지고 있음
- 연구 참가자의 80%는 자바가 가장 많은 보안 위협을 가지고 있고 해당 취약점이
악용되기 전에 모든 보안 업데이트를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답변
- 어도비 리더는 두 번째로 많은 보안 위협을 가지고 있으며 잦은 업데이트로 항상
최신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l IT 및 보안 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진화된 보안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
- 연구 참가자의 68%는 신규 보안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고, 65%는 보안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변
- 51%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최신 해킹 위협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없다고 답변
- 87%는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APT 위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l 해킹공격 발생 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IT 시스템의 장애시간,
비즈니스 활동의 중지, 지적자산의 유출임
l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는 최근 진화된 해킹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발전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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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l 최근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APT 공격 등 진화된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각 조직에서는
전사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한 관심가지고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해킹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침입탐지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설치로 기본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
- 자바, 어도비 리더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에 대한 예방 필요

참고문헌
1. Trusteer, The state of targeted attacks, 2013.12.6.

목 차

23

2013년 12월 2주

중남미 이동통신 시장
규모, 개발 도상국 압도

중남미 이동통신 시장 규모, 성장세 거듭하며 개발도상국 추월
l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GSMA)가 중남미 지역의 이동통신 업계 현황을 다룬 보고서 '2013 중남미 모바일
경제(Mobile Economy Latin America 2013)’를 발간(’13.11.19.)

휴대 전화 사용자 수 6억 명
돌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중남미 지역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억
3,200만 명, 중복 가입을 제외한 유니크 가입자 수(Unique Subscriber)는 3억
1,9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중남미 지역 휴대전화 보급률의 경우 전체 가입자 기준 104%, 유니크 가입자 기준
52%를 기록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평균치인 79%와 38%를 크게 웃도는 수치
 같은 기간 1억 6,400만 명으로 집계된 중남미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자 수는
최근 3년 사이 크게 인하된 모바일 데이터 요금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 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l 2012년 말 기준 중남미 이동통신 업계의 매출은 2,110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GDP의 3.7%를 차지
 향후 수년간 성장이 예상되는 중남미 이동통신 산업은 2020년 45만 3,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전체 GDP의 4.5%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2013년 6월 중남미 국가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현황(위)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용자 전망과 이동통신 산업의 GDP 기여도 전망(아래)

국가명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에콰도르
과케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가입자
238.7
97.6
52.9
43.9
30.5
28.2
24.1
17.1
15.8
9.6
9.0

중복 제외
가입자
112.5
46.3
28
24
16
15.1
11.6
9
8.8
5.8
4.9

국가명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아이티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우루과이
자마이카
기타
합계

(단위: 백만 명)
중복 제외
가입자
가입자
7.9
4.4
7.8
4
7.1
3.7
6.5
4.4
5.9
3.3
4.9
2.7
4.7
2.4
4.4
2.1
3.0
1.7
12.2
8
631.8
318.7

※ 출처 : GSMA(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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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이동통신 산업, 성장세 유지 위해서는 효과적인 주파수 정책
및 사업자 간 경쟁 유도가 필수
l GSMA는 현재 중남미 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만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 산업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
 즉, 음성통화 서비스 부문은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바일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 영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l GSMA는 중남미 이동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주파수 대역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
 특히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금까지 TV 방송 용도로
사용해 왔던 저주파수 대역을 LTE 서비스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
l 또한, 향후 2~3년 내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우루과이, 도미니카 공화국 등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의 2G 서비스 라이선스가
만료될 예정임을 지적
 따라서 효율적인 주파수 리소스 할당 및 네트워크 투자 등을 감안한 라이선스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l 그러나 GSMA는 최근 수년 사이 중남미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우려
 각국 정부와 통신 규제기관이 이동통신 업계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이동통신 업계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권고
l 아울러 중남미 정부 및 규제 기관이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
 이를 위해 중남미 정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기지국의 설치, 신규 네트워크 기술 도입 등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

참고문헌
1. GSMA, “Mobile Economy Latin America 2013”, 2013.11.19.
2. Light Reading, “GSMA Reports on Mobile Impact on Latin America”,
2013.11.19.
3. Mobile Marketing Watch, “GSMA: Mobile’s Impact on Latin America’s
Economies”,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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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의

LTE관련

인프라

2013년

투자,

정점 전망

북미지역 LTE관련 인프라 투자, CAPEX 2013년 정점으로 감소 전망

l 최근 모바일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련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ABI Research에
따르면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LTE 관련 설비투자비용(CAPEX)이 2013년에
정점에 이를 것을 전망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미국 LTE 통신사업자인 Verizon 및 AT&T가 각 각 95% 및 77%의 전체 인구대비
LTE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힘
※ 캐나다 Telus, LTE 네트워크의 인구 커버리지 77% 달성

 이에, 시장 지배적인 LTE 통신사업자들의 LTE 네트워크 구축이 완성됨에 따라 향후에는
네트워크 용량을 기술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소규모 장비 및 주파수 통합 기술(Carrier
Aggregation) 등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함
미국 향후 5년 간 LTE 관련 운영비용 투자가 인프라 투자보다 약 52% 상회 전망

l 시장조사기관인 iGR은 대부분의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이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라고 밝힘

 미국의 LTE 인프라 관련 투자비용이 5년간(2012~2017년) 총 950억 달러(약 99조
8,450억 원)에 도달할 전망이며, 향후에는 운영비용(OPEX)이 설비투자비용(CAPEX)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한편, 미국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과거 LTE 인프라 관련 설비투자에 주력해 왔으며,
이에 LTE 서비스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LTE 수요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설비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각각
377억 달러(약 39조 6,227억 원)와 574억 달러(약 60조 3,274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iGR은 밝힘
북미 지역 LTE 가입자 전망

※ 출처 : IDATE(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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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선진 및 후발 LTE 투자 국가에 대한 이원화 된 접근 전략이 필요
 상대적으로 LTE 시장이 발전된 미국, 한국, 일본 시장은 이미 관련 설비투자로 LTE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이며, 이에 해당 시장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존의 네트워크의 효율 향상, 효율적인 데이터 트래픽 운용 및 LTE 특화 부가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임
 한편, 아직까지 LTE 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 개시 및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LTE 인프라 설비투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시장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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