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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기존 망중립성

신임 FCC 위원장, 고속 회선 제공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정책과 상반된 입장 표명

추가 비용 청구 인정 발언으로 파장
l 미국 연방통신위원회(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톰 휠러(Tom Wheeler) 신임 위원장이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FCC가
유지해왔던 정책 기조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논란(’13.12.5.)

망 부담 야기 사업자에
추가 비용 징수 가능성 시사

 휠러 위원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이 넷플
릭스(Netflix)와 같은 OTT 업체로부터 고속 회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일정 비용을 받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발언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 OTT(Over-The-Top)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l 휠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FCC가 지난 2010년 12월 확정한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과 정면 배치
 FCC가 2009년부터 법제화 추진에 들어간 ‘오픈 인터넷 규칙’은 미국 예산관리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최종 승인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법률로써 정식으로 발효
 망중립성 원칙의 근간이 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은 투명성(Transparency), 접속
차단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
 해당 원칙에 따르면 ISP는 트래픽 유형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
 따라서 트래픽의 우선 처리나 네트워크 차단을 하지 않는 대가로 수수료 등을 부과
하는 것은 위법
FCC가 제시하고 있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
주요 원칙

내용

투명성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네트워크 관리 정책, 서비스 제공

(Transparency)

조건, 네트워크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유선 인터넷 제공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합리적인 네트
워크 관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

접속차단 금지
(No Blocking)

케이션,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인터넷 접근 차단을 금지
・ (모바일 인터넷 제공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웹사이트
접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음성
및 동영상 서비스의 차단을 금지

불합리한
트래픽 차별 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합리적인 망관리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이용자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합법적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 네트워크 혼잡 완화, 네트워크 보안, 스팸 등 최종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트래픽의 차단 등을 위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의 네트워크 관리는 인정

※ 출처: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4

2013년 12월 3주

l 현재 ‘오픈 인터넷 규칙’에 대해 미국 ISP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버라
이즌(Verizon)은 법원에 항소까지 제기한 상태
 미국 항소법원이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줄 경우 ISP는 OTT 사업자의 콘텐츠를 차단
하거나 고속 회선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
l 그러나 ‘오픈 인터넷 규칙’이 현재 시행 중인 이상 최소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FCC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휠러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FCC가 ISP의 서비스 품질 차별 및 추가 요금 부과를 허용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

ISP의 요금 및 서비스 차별, OTT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부담 증가
유발
l 휠러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소비자단체인 공공 지식 및 언론 자유(Public
Knowledge and Free Press)는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
 해당 단체의 마이클 웨인버그(Michael Weinberg) 부회장은 휠러 위원장의 발언이
FCC의 기본 정책 기조인 망중립성 원칙 및 공익 보호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비난
l 미디어 및 언론 자유 운동 단체인 자유 언론(Free Press)의 크레이크 아론
(Craig Aaron) 등은 ISP의 추가 비용 징수가 허용될 경우 OTT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
 이들은 ISP가 OTT 사업자에게 고속 회선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을 징수할 경우 OTT
사업자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더욱이 ISP가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료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휠러
위원장의 발언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ISP의 수입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라고 비판
l 이 외에도 망중립성 원칙 지지자들은 ISP의 요금 및 서비스 차별화가 허용될 경우
전반적인 OTT 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면서 경쟁을 침체시키고, 온라인 혁신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오픈 인터넷의 존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참고문헌
1. Ars Technica, “FCC chair: ISPs should be able to charge Netflix for
Internet fast lane”, 2013.12.5.
2.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pen Internet”
3.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Broadband Industry Practices”, 2012.5.9.
4. Huffington Post, “Broadband Progress on the Horizon If Net Neutrality
Debate Doesn't Stand in the Way”, 2013.12.3.
5. The Register, “FCC boss hints at change to neutrality policy”,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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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 사업자들, 정부

미국 8대 메이저 IT 기업, 美 정보기관 감시 활동에 대한 개혁 촉구

인터넷 감시 활동에
강경 대응

l 미국의 대형 IT 사업자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인터넷 감시 활동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착수
 구글(Google), 애플(Apple), AOL,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공개서한 발표하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트위터(Twitter), 야후(Yahoo) 등 8개 사업자는
2013년 12월 9일 정부 감시 활동 개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공동 발표

정보 수집 정책 개혁 촉구
 오바마(Obama)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작성된 해당 공개서한에는 국가안보국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등 미국 감시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함을 명시
 또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만이 우선되고
있음을 강조
l 공개서한에 서명한 IT 사업자들은 정부의 감시 활동에 전제되어야 할 주요
원칙들을 제시
 8개 사업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제한해야 하며, 해당 활동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
 또한 감시 활동의 전제 조건으로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알맞은
시기에 정보 수집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데이터 요청 대상 사업자에게 정보 수집
목적을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합법적인 목적 하에 진행되는 해외 데이터
전송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되며, 감시 활동에 따른 국가 간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
l 한편, 공개서한 참여 사업자들은 전 세계 정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 정책의
개혁을 촉구하는 웹사이트 ‘정부감시개혁(Reform Government Surveillance)'도 개설
‘정부감시개혁(Reform Government Surveillance)’ 홈페이지

※ 출처: Reform Government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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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웹 사이트에는 구글의 래리 페이지(Larry Page) CEO, 페이스북의 마크 쥬커
버그(Mark Zuckerberg) CEO, 야후의 CEO를 역임하고 있는 마리사 메이어
(Marissa Mayer) 등이 직접 작성한 개혁 요구 발언을 게재

美 정부,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에 대한 개선안 마련 착수
l 비영리 시민단체인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Center for Demcracy and Technology)의
레슬리 해리스(Leslie Harris) 소장은 이번 공개서한의 발표가 미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
 해리스 소장은 그동안 주요 IT 사업자들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감시 활동을 대행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사용자 불신이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
 사용자 신뢰 하락은 곧 기업 이익의 손실을 의미하는 바, 주요 IT 사업자들이 정부 감시
활동에 대한 불응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美 정부 역시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
l 실제 이들 대형 IT 기업의 공개서한 발표는 백악관 및 미국 의회로 하여금 정보
기관의 감시 활동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전망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리뷰 패널단을 임명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과 관련된 개혁안의 검토 및 제안 업무를
진행할 예정
 그러나 일각에서는 5인 패널단에 前 중앙 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부국장인 마이클 모렐(Michael Morell)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미국 정보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패널단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
l 미국 의회 내에서도 정보기관의 온라인 및 통신 감시 활동 개선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발생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의 짐 센선브레너(Jim Sensenbrenner)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상원의원의 주도 하에 NSA의 과도한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
 해당 법안은 양당의 상하양원 120명의 의원들로부터 이미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한
상태

참고문헌
1.

Extreme

Tech,

“Tech

giants

team

up

to

battle

NSA

surveillance,

governmental snooping”, 2013.12.9.
2. Nextgov, “Eight Tech Giants Urge Obama and Congress to Curb NSA”,
2013.12.9.
3. The Guardian, “Tech giants' demand for NSA reform 'a major gamechanger', advocates say”,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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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 비밀번호 대신 이중 인증(U2F) 기술을 이용하여 보안성 강화

비밀번호 없애고 이중 인증
기술 채택하여 내년부터 제공

l 구글은 ID/PW를 입력하는 대신 이중 인증(U2F) 기술 표준을 적용한 별도 USB장치
이용하는 보안성을 높인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본인확인 플랫폼을 2014년에 발표
할 계획
※ U2F(Universal 2nd Factor) : 여러 사이트 접속 시에도 같은 PIN 번호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정보보호산업단
전자인증팀

l 최근 계정정보유출 피해가 심각하고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그 피해가 확산
 대부분 사용자들은 하나의 ID/PW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 등에 계정정보유출 피해가 심각
 최근, Adobe 계정 유출 사고의 경우에도 ‘123456’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해
피해가 확산
※ Adobe 계정 유출 사고 : 3,800만 명 고객정보와 1억 5,000만 명 사용자 이름/비밀번호
유출(’13.10.29.)

l 이중 인중(U2F) 및 유비키 네오(Yubikey Neo) 설명
 구글은 계정정보유출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2F 기술 표준을 적용한 ‘유비키
네오(Yubikey Neo)’라는 동글을 사용
 유비키 네오는 구글 보안전문가 유비코(Yubico)가 만든 것으로, 작고 내구성 있으며
별도의 드라이버와 배터리가 필요 없는 제품으로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
지메일(Gmail)이나 구글 독스(Google Docs) 계정 등에 접속 시 PC내 USB 포트에
꽂으면 보안 인증을 위한 보안 계층을 추가
 사용자는 ID와 PIN(4자리)만 입력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 브라우저와 유비키
네오는 직접 통신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U2F 검증을 통해 계정 접속을 승인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이 본인 계정에 몰래 접속하려 해도 ID/PIN, 유비키 네오를
소지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

이중 인중(U2F) 및 유비키 네오(Yubikey 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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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2013년 초 내부 직원들에게만 유비키 네오를 몇 십만개 배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내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2014년에 공개할 예정

 구글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기업환경에서 입증된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에 능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사용자에게도 중요한 보안 강점을
제공
l 지난2월, 구글은 FIDO(Fast Identity Online) Alliance에 합류
 FIDO Alliance는 인터넷 보안에 대해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오픈소스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만든 업계 표준화 연구 모임으로, 구글은 합류 당시 U2F의 사양을 발표
 현재, 구글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마스터카드, 레노버, LG전자와 같은
관련 기업들이 가입
 웹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기반 기기인증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 뱅킹, 소셜 사이트 등에 PC와 모바일로 이용 시 사용하기 쉽고 높은
보안성으로 접속 할 수 있음을 목표로 함
l U2F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사이트에 같은 PIN번호
(4자리)를 사용하여 접속 가능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장치에 저장되지 않고, 물리적 장치이기 때문에 분실 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며, 분실 또는 도난 시 별도 백업을 받아놓은 경우, 분실한 유비키
네오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유비키 네오를 등록하여 사용 가능
 분실 또는 도난 시 유비키 네오를 획득한 사람은 계정에 접속 시 유비키 네오의
사용자 이름/PIN번호 뿐만 아니라 유비키 네오가 등록된 사이트를 알고 있어야 함
 U2F 표준은 기본적으로 기기를 꽂고 PIN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키보드 입력
정보를 가져가는 키로깅 관련 악성코드가 본래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피싱 공격 피해도 최소화
 구글은 U2F프로토콜에 대한 상세기술내역을 담은 문서를 게시
l 향후 발전 방향
 유비키 네오는 현재 NFC 기술을 채택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여 내년에 비NFC
기반 스마트폰(아이폰 등)을 위한 솔루션을 발표할 예정
 유비키 네오 측은 U2F 인증 받은 하드웨어 장치나, FIDO Alliance 회원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인식이나 다른 고유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생체 인식기기를
활용한 임베디드 칩 형태가 조만간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

참고문헌
1. Forbes, “Google Wants To Make Your Passwords Obsolete”, 2013.11.30.
2. CNET, "Adobe hack attack affected 38 million accounts",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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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afone,

보다폰(Vodafone), 어린이들의 사이버안전을 위한 교육용 키트 ‘Digital

어린이들의 사이버안전을

Facts of Life’ 런칭

위한 교육용 학습도구
‘Digital Facts Life’ 런칭

l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 보다폰(Vodafone)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사이버
안전 교육용 학습도구 키트 ‘Digital Facts of Life’를 런칭(’13.11.15)
- ‘Digital Facts of Life’ 키트는 인기 온라인게임 회사 모쉬 몬스터(Moshi Monsters)와

도움요청, 안전한 정보보호 방법,

공동으로 제작되었으며,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안전수칙 카드 등을 통해 부모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친구의 차이점

사이버안전에 대해 아이들과 쉽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개발됨

등 어린이가 알아야 할 사이버

‘Digital Facts of Life’ 키트의 핵심인 ‘Web Super skills card’이미지

안전 수칙 등을 담음
인터넷문화단 인터넷문화기획팀

※ 출처 : blog.vodafone.co.uk
- 키트의 핵심인 Web Super skills 카드에는 ‘도움 요청’, ‘안전한 정보보호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친구의 차이점’ 등 어린이들의 사이버안전을 위해 중요한 주제
들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게임 형태로 담겨있음
- 해당 키트는 크리스마스 기간까지 보다폰 전 지점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
l 보다폰은 많은 아이들이 사이버안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적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Digital Facts of life’를 제시
- 보다폰의 조사에 의하면 10세 미만 어린이의 48%는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동영상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20% 이상은 온라인상에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
-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5-10세의 어린이 중 49%만이 온라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부모의 59%만이 자녀에게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
- 보다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다폰이 해 온 여러 사이버 안전 관련 프로그램들
(블랙리스트, 보호 어플 등) 외에 좀 더 어린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대안으로 ‘Digital Facts of Life’를 런칭 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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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폰 디렉터 앤드류 던넛(Andrew Dunnet)은 어린이들을 위한 사이버 안전 교
육은 필수라고 언급하면서 ‘Digital Facts of Life’는 부모들이 보다 재밌고 쉬운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그 중요성을 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

참고문헌
1. blog.vodafone.co,uk, “Help is at hand: Vodafone and Moshi Monsters team up
to teach kids the ‘Digital Facts of Life’”, 2013.11.18
2. Noodls, “Vodafone launches Digital Facts of Life cards to keep kids safe
online, 2013.11.19.
3. community.vodafone.co.nz, “Digital Facts of Life”,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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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사이버

공격 관련 전문 교육기관
‘사이버 짐’ 설치

이스라엘 국영 전력 사업자, 사이버 공격 대처 능력 향상 목적의 교육
기관 신설
l 이스라엘의 국영 전력회사인 IEC(Israel Electric Corp.)가 자국 내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관 ‘사이버 짐
(Cyber Gym)’을 개소

급증하는 국가 인프라 시설
대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사이버 짐’ 훈련 센터는 이스라엘 북부의 하데라(Hadera) 지역에 위치한 오롯라빈
(Orot Rabin) 화력발전소 내에 위치

위한 대책 마련 본격화
l ‘사이버 짐’ 훈련생은 주로 에너지 및 국가 인프라 시설 운영 사업사의 IT 및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자들 가운데 선발
 훈련생들은 훈련 센터 내 통제실에 마련된 컴퓨터를 통해 디도스와 말웨어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는 모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교육
l 본 ‘사이버 짐’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군사조직, 정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이버 보안 업무를 전담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
 강사진은 매번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훈련
생들의 실시간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발전 상황을 상세히 기록
l 이스라엘 보안 업체 사이버 컨트롤(Cyber Control)의 CEO이자 이번 ‘사이버 짐’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인 오퍼 핸슨(Ofir Hanson)은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성공할
경우, 이스라엘 내 핵심 인프라 시설의 파괴나 정전, 단수 등의 긴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훈련에서는 실세 공격 발생 상황을 가정해 관련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을 적용
 핸슨 책임자는 이러한 실제 환경 조성을 통해 훈련생들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
l '사이버 짐‘ 프로그램 및 IEC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교육
대상을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시설 근무자들로 제한하고 있으나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또한 IEC의 야코브 헤임(Yaakov Haim) 부사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사이버 짐’ 훈련 참여 범위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업체로까지 개방할
계획이라고 언급
 오퍼 핸슨 ‘사이버 짐’ 운영 책임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력 회사들도 이스라엘의
‘사이버 짐’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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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스라엘 내 핵심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급증
추세
l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안보 시설은 물론, 민간 기업의 기밀 정보 및 일반인들의
자산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IEC의 엘리 글릭만(Eli Glickman) CEO에 따르면, IEC에 대한 사이버 공격 횟수만
해도 시간 당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또한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이 지메일(Gmail) 계정을 해킹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 십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의 해외 금융 계정에서 최소
수 백 만 달 러에 서 최 대 수 천 달러 를 인 출하 는 사 이버 금 융 범 죄도 발 생
l 지난 9월에는 이스라엘 북부의 하이파(Haifa)市로 향하는 유료 도로인 카멜 터널
(Carmel Teunnels)의 컴퓨터 통신망이 오작동을 일으켜 대규모 교통 혼잡은 물론
상당한 금전적 피해도 발생
 이스라엘 당국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터널의 보안 카메라를 공격한 결과 20~30분
가량 도로 교통이 마비되었으며, 다음날 동일한 공격이 재발생해 8시간 동안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수 백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
 그러나 이와 관련해 터널 내 통신망 관리 업체 측은 외부 시스템과의 연결을 담당하는
내부 부품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며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l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지난 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1분 당
1,000건 씩 발생했음을 밝히면서 최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증가
추세를 강조하고 주된 공격 근원지로 해외 정부 기관들을 지목
l 물론 모든 인프라 시설의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오작동이 해킹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2013년 들어 이스라엘의 국가 인프라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자명한 상황
l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군부와 정보 기관 및 주요 국가 인프라 시설 운영 사업자
등은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
 IEC의 이번 ‘사이버 짐’ 프로그램 개설 역시 최근 이스라엘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대비책 마련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베니 칸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군사 참모총장은 향후 발생될 전쟁에서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물리적 전투뿐만 아니라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전개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

참고문헌
1. Hurri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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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ing school trains cyber

warriors”,

2013.12.2.
2. Israel Today, “Cyber Attack Snarls Israeli Traffic”,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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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유럽 및

마이크로소프트, 유로폴 및 FBI와 협력 아래 대대적인 봇넷 퇴치 활동

미국 경찰 조직과 협력해

개시
l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형사경찰기구 유로폴(Europol) 산하 유럽 사이버 범죄

봇넷 퇴치에 앞장

센터( European CyberCrime Centre, EC3) 및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와 협력해 ‘제로액세스(ZeroAccess)' 봇넷 퇴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

인터넷 업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한 악성 멀웨어 ‘제로
액세스’의 발신지 수색 활동
전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1월 14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신규
사이버 범죄 센터(Cyber Crime Center) 신설 이후 첫 번째 전개하는 봇넷 퇴치 작업
이자 지난 3년 사이에 8번째 진행되는 봇넷 관련 활동
l 이번 활동은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제로액세스’ 근절 작전은 국내외 법 집행 조직 및 보안 업체와

적극 협력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는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한편 감염된 PC가
사기 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
 이번 활동에는 유로폴과 FBI 이외에 네트워크 보안 전문 사업자인 A10네트웍스
(A10 Networks)도 참여
 A10네트웍스 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근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보안 기술을
제공
l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제로액세스’ 봇넷을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
 아울러 미국 텍사스 지방 법원의 승인을 얻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제로액세스’ 감염
PC와 사기 거래에 이용된 18개의 유럽 IP 주소 간의 통신을 차단
 유로폴 측은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 사법 당국과
협력해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18개 IP 주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실시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제로액세스’ 봇넷과 관련된 49개 도메인을 통제
l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범죄국(Digital Crime Unit)의 수장인 데이비드 핀(David
Finn) 이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 근절 및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사, 협력사, 학술 연구 기관 및 각국 사법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또한 EC3를 이끄는 트뢸스 외르팅(Troels Oerting) 센터장은 이번 활동이 민간 기업과
유럽 법 집행 기관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 범죄 단속 활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
라고 자평

검색 엔진 겨냥한 말웨어 ‘제로액세스’, 온라인 광고 업계에만 월 270만
달러(약 28억 4,175만 원)의 손실 야기
l 한편, ‘제로액세스’는 구글, 빙, 야후 등의 검색 엔진 이용자들을 주 공격 대상으로
하는 악성 멀웨어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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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액세스’는 검색 엔진 이용자의 검색 검색 결과를 탈취하고 자동 광고 클릭을
유도해 클릭 사기를 유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로액세스’’의 클릭 사기로 인해 온라인 광고업계에서만 월 270만
달러(약 28억4,17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l ‘제로액세스’는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봇넷을
구축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으로 190만 대의 PC가
‘제로액세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80만 대 이상의 PC가 ‘제로액세스’에 감염된 채 온라인 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
l ‘제로액세스’는 P2P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를 통해
수만 대 이상의 PC를 원격 조종할 수 있으며, 삭제 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봇넷으로 평가
 더욱이 동 멀웨어는 감염된 PC의 보안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다른 바이러스나
멀웨어에 2차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

l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PC 이용자들에게 원격 제거 방법이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해 감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제로액세스’의 제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안내도
제공 중

참고문헌
1. Microsoft, “Microsoft, the FBI, Europol and industry partners disrup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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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Next Web, “Microsoft, Europol, and FBI disrupt ZeroAccess b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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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디바이스 이용자

2012년 초, 구글의 애플 사파리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활용 밝혀져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벌금 부과

l 2012년 2월, 스탠포드(Stanford) 대학 연구소에 의해 구글(Google)의 애플 사파리
(Apple Safari)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 및 마케팅 활용 문제 제기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애플은 웹브라이저인 사파리를 통한 개인의 웹 활동을 알 수 있는 쿠키(Cookie) 정보
수집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에 의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구글이 애플의 정책을
무시하고 개인 동의 없이 쿠키 정보 값을 수집하여 자사의 개인특화 광고 마케팅에
활용해 왔던 문제를 제기

뉴욕 주를 포함한 37개 주정부, 구글에 1,700만 달러 벌금 부과
l 미국 37개 주 정부는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건으로 1,700만 달러(약 178억 9,250만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구글은 해당 벌금 조속히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이번 건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미 2012년 11월에 2,250만 달러(약 236억
8,125만 원)의 벌금 부과하였으며, 구글은 벌금을 납부한 바 있음
 구글의 애플 사파리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 개인 소송도 진행되었으나
미국 법원은 개인에게 특징화된 피해사례 또는 규모 구체화 또는 입증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
l 쿠키에 의한 광고 마케팅 기법 활성화 조짐에 따른 개인정보 추가적인 보호 조치 필요
 한편, 최근 페이스북(Facebook)도 FBX(Facebook Exchange) 타겟 광고 서비스를
시작
 FBX 또한, 페이스북 개인 이용자의 기타 웹사이트에 대한 쿠키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특정 계층에 최적화된 SNS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
 개인 동의가 선행되더라도 과도한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및 활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규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l 모바일 서비스의 고도화 즉, 개인맞춤형 서비스로의 진화와 개인정보 침해와의 경계
모호
 현재 모바일 서비스는 개인의 위치 및 사용 이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이나 이의 제3자(기업)가 활용하여 개인에 특징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 중
 이에, 각 개인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노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화되어 서비스 효용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
(Trade-off)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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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Apple Safari 개인정보 침해 건 경과 현황

※ 출처 : 각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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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마이크로,
2014년 보안 시장 전망
발표

2014년, 사이버 공격 범위 및 공격 방식의 다양성 심화 예상
l 미국 보안 업체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가 2014년 사이버 보안 트렌드
전망 보고서 ‘Blurring Boundaries: Trend Micro Security Predictions for
2014 and Beyond’를 발표(’13.12.9.)
 트렌드 마이크로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동향을 크게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속
공격 방식 세분화 예상

8가지로 제시
① 트렌드 마이크로는 모바일 뱅킹 관련 사이버 공격의 확산과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 앱의 폭증을 예상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트렌드 마이크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급증
하고 있으며 실제 2013년 3분기 관련 악성 코드 감염 단말이 20만 대에 육박
 특히 2013년 미국의 스마트폰 이용자 6명 중 5명이 모바일 단말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4년에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 관련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패스워드 생성 기능을 사칭하는 악성 앱의 등장, 암호화 된 통신 내용을 중간에
가로채는 ‘중간자공격(Man In The Middle, MITM)’ 형태의 패스워드 탈취 등 공격
방식이 보다 정밀화되면서 기존의 인증 체계로만은 안전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전망
 한편, 트렌드 마이크로는 모바일 단말 및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2014년 모바일 악성코드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 앱의 수가 2014년 말 300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② 트렌드 마이크로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목표로 하는 피싱(Phishing) 공격
대신 특정인의 데이터를 탈취하는 표적형 공격인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사이버 공격자들 간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으로 인해 과거 대비
보다 강력해진 표적형 공격이 등장할 것으로 분석
③ 뿐만 아니라 첨부파일이나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첨부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표적형 공격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
 일례로 최근 사용자가 원치 않는 웹 페이지나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클릭
재킹(Clickjacking)’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이슈로 부상
 또한 공격 대상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합법적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시킨 뒤 잠복
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워터링홀(Watering Hall)’ 방식의
공격이 증가세
 기업 내 개인용 모바일 단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단말에 저장된 정보 및
기업 내부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노리는 표적형 공격도 등장
④ 트렌드 마이크로는 2014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의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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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마이크로는 2013년 사용자 정보 유출과 관련된 대형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히 발생했다고 설명
 실제 메모 앱 서비스 에버노트(Evernote)는 5,000만 명의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유출시켜 우려를 샀으며, 소셜 커머스 사이트 리빙 소셜(LivingSocial)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자사 가입자 정보를 대거 노출시켜 논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어도비(Adobe)가 약 1억 5,000만개의 자사 사용자
계정 정보 유출을 시인
 트랜드 마이크로는 주요 IT 사업자의 데이터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웹사
이트 간 동일 계정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은 만큼 2013년 발생한 대형
웹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2014년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⑤ 보안 지원이 중단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역시 심화
 특히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 XP(Windows XP)에 대한 공식적인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OS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표적형
공격이나 제로 데이(zero day) 공격이 증가할 전망
※ 제로 데이(zero day) 공격이란 알려지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는 사이버 공격을 의미

 트렌드 마이크로는 실제 윈도우 XP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위험도가 여타
윈도우즈 버전 대비 최대 6배 더 많다고 설명
 또한 여전히 전체 PC 사용자의 20%가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약 3억 대 이상의 PC에 윈도우 XP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OS의 보안 취약점을 노리는 공격들이 2014년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
 뿐만 아니라 결제 단말기, 의료 단말기 등 윈도우 XP로 구동되는 非 PC 단말
역시 2014년 상당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
⑥ 트렌드 마이크로는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로는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진 딥웹
(Deep Web)을 통해 사이버 범죄가 확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법 집행당국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토르(The Onion Router, Tor) 등 사용자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네트워크인 딥웹은 현재 범죄 활동의 온상으로 지목
 실제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은 딥웹 기반의 마약
거래 중개 사이트 ‘실크로드(Silk Road)’를 폐쇄
 트렌드 마이크로는 현재 딥웹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와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사이버 범죄 수사 기관은 딥웹에 대한 제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 및 자원 확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⑦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으로 인해 2014년에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보다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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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마이크로는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에서 근무
한 바 있는 애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2013년 美 정부의 정보
감시 활동을 폭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
 실제 다수에게 사생활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의 경우 현재
미국 청소년들의 서비스 탈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 초 내에 공유 이미지가 삭제
되는 ‘스냅챗(Snapchat)’과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메신저 앱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결국 2014년 한 해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모니터링 활동 및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보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질 전망
 또한 민간 사업자들 역시 사용자 신뢰를 얻기 위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
⑧ 마지막으로 트렌드 마이크로는 네트워크 접속 단말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
 특히

효율적인

산업

설비

제어를

가능케

하는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 적용이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이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스팀 OS(SteamOS)’ 등 리눅스(Linux) 기반의 새로운 OS 등장과 온라인 지원
게임 콘솔의 이용 증가 등 네트워크 이용 환경의 발전은 사이버 보안 위협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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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용 사파리 브라

개요

우저의 세션 취약점 발견
l 최근 카스퍼스키 연구소는 Mac OS용 사파리(Safari) 브라우저에서 세션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자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자의 기밀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주요 보안결함을

침해사고대응단

발견(’13.12.13.)

침해대응기획팀
주요 내용
l Mac OS용 사파리 브라우저는 다른 브라우저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의 이전
세션들을 복원할 수 있으며, 브라우저가 이전 세션에서 무엇을 열었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의 특정 위치에 저장함
l 하지만 사파리 브라우저의 경우 이전 세션들을 암호화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표준 plist 파일에 세션에 관한 정보들을 저장. 이로 인해 이전 세션에서 열려있던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들을 포함한 모든 사이트들에 대해 간단한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복원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음
※ plist(property list) 파일 : Mac OS X, iOS, NeXTSTEP, GNUstep 프로그래밍 소프트
웨어 프레임워크 등에 이용되는 객체 직렬화를 위한 파일

로그인에 사용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

l Https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은 plist 파일에 저장되며, 파일
자체는 숨겨진 폴더에 위치해 있지만 경로를 안다면 공격자에 의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함
l 경로에 접근한 이후에 plist 파일을 시스템에서 어렵지 않게 열어볼 수 있으며, plist
파일에는 Base64 인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해 암호화된 http 요청을 포함해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세션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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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ist 파일

l 공격자가 LastSession.plist 파일의 정보를 탈취할 경우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온라인 뱅킹 등 다양한 피해가 우려됨
l 현재까지는 plist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신속한 보안업데이트가 필요

참고문헌
1. Securelist.com, Loophole in Safari,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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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세계 통신/ICT 지표

ITU는 통신/ICT 지표 전문가 회의(EGTI)와 제11차 ITU 세계 통신/ICT

전문가회의 및 심포지움

지표 심포지움(WTIS) 회의를 통해 ICT 접근성 및 이용지표 등 논의

개최

l EGTI 회의를 통해 ICT 인프라 및 접속에 대한 지표 개정 논의

- ICT 인프라와 접속에 대한 핵심지표의 개정, 신규 지표 추가 논의
정책연구실 조사분석팀

-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Fixed Internet subscribers per 100 inhabitants)
삭제
- 공공 인터넷 접속 장소 비율(Percentage of localities with public Internet access
centres) 삭제
- 모바일인터넷 브로드밴드 가격, TV broadcasting 가입에 관한 신규 지표 구성
- 휴대폰 및 무선인터넷 가입자수, 국제 인터넷 대역폭, 유선 초고속인터넷 및 선불 휴
대폰 요금 등 수정
ICT 인프라와 접속에 대한 지표 개정안(2013년)
1. Fixed telephone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2.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3. Fixed (wired)-broadband Internet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broken down by speed
4. Wireless-broadband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5.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 per inhabitant (bits/second/inhabitant)
6.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covered by a at least a 3G mobile network
7. Fixed broadband Internet prices per month
8. Mobile cellular telephone prepaid prices per month
9. Mobile broadband Internet prices per month (new)
10. TV broadcasting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new)
※ 출처 : ITU

l ‘가구 ICT 핵심 지표’에 대해서도 개정 논의 및 신규 지표 검토
- 가구별 라디오/TV/전화/컴퓨터 보유율, 개인 컴퓨터 이용률, 인터넷 접속률/이용률
등 HH1~HH12 지표의 개정 논의
- 가구 다채널 TV, 가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ICT skills 등 HH13
~HH16 신규 지표 논의
- 데이터 수집 설계시 최소한의 리스트 사용하고 국제적인 공통 플랫폼을 사용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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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ICT 핵심 지표 개정안(2013년)

※ 출처 : ITU

l ITU는 가구 및 개인 부문 ICT 이용 통계지표 개발 동향을 파악ㆍ반영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지표를 산출
- ITU에서는 매년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발표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수준과 정보격차를 측정하여 세계 정보통신 발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그 외 ICT 관련 지수에는 UN 전자정부발전지수, WEF 네트워크준비지수와 글로벌
경쟁력지수, IMD 세계경쟁력지수, EIU 디지털경제지수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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