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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행정부, 열린 정부 실현 위한 액션플랜 발표
영국,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구글, Rap Genius에 대해 검색결과 패널티 적용
신생 모바일 메신저 '킥(Kik)', 사용자 1억 명 돌파
사물인터넷 표준화 연합체 '올신 얼라이언스' 출범

英 정부, 공공사업 수주 요건에 사이버 보안 인증 포함
웹 사이트 방문, 절반 이상이 봇 프로그램
미국 2위 소매업체 Target, 고객 신용카드 정보 유출
MS 윈도우즈 CPL 파일을 이용한 고도의 악성코드 유포 방법

글로벌 LTE제공 사업자 수, 250개 돌파
가트너, 2020년 M2M탑재 디바이스260억 대 이를 전망

美 오바마 행정부,

미국 정부, 국민과의 소통 강화 표방한 ‘제2차 오픈 거버먼트 액션 플랜’

열린 정부 실현 위한 액션

공개

플랜 발표

l 오바마(Obama) 미국 대통령이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해 달성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제2차 오픈 거버먼트 액션 플랜(Second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을 공개(’13.12.6.)

시민 참여와 협업 및 정부
투명성 재고 위한 계획 다수
포함

 이번 액션 플랜은 2011년 발표된 첫 번째 오픈 거버먼트 액션 플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
l 이번에 공개된 ‘제2차 오픈 거버먼트 액션 플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의 청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점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그 동안 ‘위 더 피플’에 청원을 신청한 미국 국민은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위 더
피플’ 상에서 직접 확보했을 경우에만 미국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
 그러나 2014년부터 ‘위 더 피플’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개선됨으로써 청원자는 써드파티 웹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서명까지 간편하게 제출
하는 것이 가능
 또한 ‘위 더 피플’은 서명 인원 및 청원 안건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도 공개할 예정
美 백악관이 운영 중인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

※ 출처 : We the People
l 미국 정부는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 열린 정부 구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개정하고, 2014년부터
해당 개정 사항을 시행할 것이라고 명시
 이번에 개정될 FOIA에는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의 강화,
FOIA 전문가 및 기타 연방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신설 및
운영 등이 포함
 또한, FOIA에 따라 국민이 어느 기관에서든지 자유롭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통합 포털사이트도 개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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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미국 정부는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 ‘GIFT(Global Initiative on Fiscal Transparency)’에도
가입할 계획
 미국 정부는 GIFT 작업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 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 걸쳐 재정 투명성 및 개방성 강화에 나설 예정
l 해당 액션플랜에는 2014년부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데이터 공개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명시
 정부의 농업 및 식량 관련 데이터를 농업종사자와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개하
는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
 이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일반 대중이 보다 쉽게 정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
 ‘데이터닷거브(Data.gov)’와 같은 대국민 정부 데이터 공개 웹사이트의 기능 역시
대대적으로 향상될 계획
l 그 외에도 미국 정부는 납세자들이 공공 프로젝트의 예산 책정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소행성 관찰 프로젝트 ‘위대한 도전(Grand Challenge)’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
에도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계획

미국 정부, 열린 정부 실현 위한 다각적 전략 전개 中
l ‘제2차 오픈 거버먼트 액션 플랜’ 외에도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
 2011년 7월에는 열린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프로그램을 7개 국가 정상과 함께 출범
 2013년 4월에는 정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픈 데이터 정책(Open Data Policy)’의 공식 도입을 발표
l 이미 2012년 6월 열린 정부 추진 성과를 발표한 미국 정부는 이번 액션 플랜을
통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전망
 당시 성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투명성 제고, 국민 정책 참여 확산 등 열린
정부 구현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

참고문헌
1. OSTP. “OSTP Open Government Plan”, 2012.6.1.
2. WhiteHous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 second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3.12.5.
3. WhiteHouse, “The United States Releases its Second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2013.12.6.

목 차
5

2013년 12월 4주

영국,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

개요
l 영국 내각부(UK Cabinet Office)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공공기관이
참고할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지침(베타 버전)을 발표(’13.12.19.)

인프라보호단 전자정부보호팀

- 내각부는 “이 지침은 조직이 사용하고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기능을 고려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고, 공공부문에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된 지침”이라고 언급함

주요 내용

l 영국의 클라우드 우선 도입정책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조직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조직이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하는 보안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 클라우드 우선 도입정책 : 정부 운영 예산에서 IT 비용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정책으로 중앙 부처와 공공
기관의 IT 담당자는 IT 제품 및 서비스 도입시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고려해야 함

l 가이드라인은 14개의 영역을 다루고 있음
- 전송 데이터의 보호 : 데이터 전송시 기밀성, 무결성 유지
- 자산의 보호 및 복원 : 데이터의 처리, 저장, 관리 위치에서의 물리적 보호
- 사용자의 분리 :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자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지점에서의 사용간의 분리
- 거버넌스 : 서비스 공급자는 IT 시스템, 서비스 및 정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관리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고위 임원을 보안 책임자로 임명해야 함
- 운영 보안 : 서비스 제공자는 설정 및 변화 관리, 취약점 관리, 모니터링, 사고관리
등 운영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인력 보안 : 서비스 제공업체 직원에 대한 인사 보안 검사 실시(범죄사실 확인,
신원조회 등)
- 개발 보안 : 서비스 구현시 안전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새로운 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진화되어야 함
- 공급망 보안 :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된 제3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든 보안 원칙을
적용해야 함
- 안전한 사용자 관리 :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보안관리
도구를 지원해야 함(사용자 인증 및 인터페이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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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on-boarding and off-boading : 서비스는 안전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자신의 데이터는 삭제되어야 함
- 서비스 인터페이스 보호 :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
- 안전한 서비스 관리 : 서비스의 관리자가 사용하는 메소드(설정 업데이트, 모니터링
시스템, 패치 적용)에 대해서 서비스의 보안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악용 위험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보안감사 정보 제공,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사용자) 등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가이드라인

l 클라우드 서비스는 조직의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민간
영역 외에 공공부문에서도 빠르게 도입 중
- 국내에서는 “공공기관 클라우드 인증제”를 전제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허용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문헌
1. GOV.UK, Guidance Cloud Service Security Principles, 2013.12.19.
2. Computerweekly.com, Cabinet office confirms public cloud first policy,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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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 음악전문업체인 Rap Genius에 대해 검색결과 노출 패널티 적용

Rap Genius에 대해
검색결과 패널티 적용

l 검색사업자인 구글(Google)은 음악전문업체인 랩지니어스(Rap Genius)가 링크쉠
(Link Scheme)을 활용해 사이트 순위를 끌어올린 정황을 포착, 검색결과 순위를
낮추겠다고 발표(’13.12.25.)
※ 구글의 스팸 대응 최고 책임자 Matt Cutts에 따르면, 랩지니어스는 자사 페이스북과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박대현

트위터를 통해 블로그 사용자에게 Link관련 어뷰징 요청을 한 사실이 포착됨

- 랩지니어스의 최고 책임자 John Marbach는 자사 페이스북을 통해 랩지니어스
페이지에 블로그 참여자의 링크 주소를 코드로 심고, 해당 블로그에 랩지니어스
주소를 심어 링크 수를 높여 검색 순위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
- 특히 랩지니어스의 트위터에는 각각의 블로그가 링크로 반영되는 구체적인 방식을
코드로 수록하여 공개적으로 부당하게 검색 순위를 올리도록 유도함
Rap Genius 트위터에 공개된 사이트링크를 웹페이지에 포함하는 방법

구글의 검색 페널티 및 유사 사례
l 랩지니어스에 대한 구글의 제재 현황
- 현재 구글 검색창에 랩지니어스 검색 시, 해당 사이트인 RapGeius.com은 검색 첫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으며, 트위터나 위키피디아 등 관련 사이트만 노출
- 구글과 랩지니어스는 어뷰징 링크를 삭제하는 대신 검색 순위를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랩지니어스 창업자들은 보도자료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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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구글과 순조롭게 협상 중, 수천 명의 열혈 커뮤니티를 상대로 검색 결과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이며, 추후 랩지니어스의 성장을 위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기를 희망함’
l 구글의 검색 페널티 사례
- 구글은 웹페이지 간 링크를 사고파는 링크 셀러(Link Seller)나 링크 네트워크
(Link network)를 검색 결과에서 하단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과해 왔음
※ 어뷰징 사례로 지목된 앵글로 랭크(Anglo Rank) 외, 고스트 랭크(Ghost Rank) 2.0이나
세이프 링크(SAPE Links) 등 다양한 링크 네트워크에 대해 구글은 검색 순위를 내리는
페널티를 부과함

l 부당 링크에 대해 구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 구글은 전통적으로 웹페이지 간 링크 개수를 페이지 품질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페이지랭크(PageRank)를 주요 검색 알고리즘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켜 왔음
- 현재 페이지랭크 기반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페이지 간 링크를 부당하게 조작하는
어뷰징 사례를 특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페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음
- 한편 검색 엔진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구글의 페널티가 사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조치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참고문헌
1. TechCrunch, “Google Destroys Rap Genius’ Search Rankings As Punishment
For SEO Spam, But Resolution In Progress”, 2013.12.26.
2. SearchEngineLand, “Google Is Looking Into Rap Genius Linking Scheme Masked As
Affiliate Program”,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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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모바일 메신저
'킥(Kik)‘, 사용자 1억 명

모바일 메신저 ‘킥(Kik)’, 서비스 개시 3년 만에 가입자 1억 명 돌파
l 캐나다 모바일 메신저 업체 킥(Kik)이 제공 중인 동명의 모바일 메신저 앱이 출시
3년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

돌파

 IT 매체 더 넥스트 웹(The Next Web)에 따르면 1억 명의 ‘킥’ 가입자 중 절반
가량이 미국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

미국 시장 중심으로 높은 인기
 이는 최근 미국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는 ‘스냅챗(Snapchat)’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보다도 많은 이용자
l 1년 전만 해도 3,000만 명 수준이었던 ‘킥’의 가입자 수가 급증한 요인 중 하나는
젊은 사용자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는 점
 ‘킥’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이용하는 젊은 사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미지 공유 기능 확보에 주력
 일례로 ‘킥’에서는 단순 이미지 공유뿐만 아니라 메신저 상에서 터치펜 등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전송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이 가능
모바일 메신저 ‘킥(Kik)’ 이용 화면

※ 출처 : The Next Web
l 프라이버시에 대해 민감한 젊은 사용자층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된 인기 요인으로 지목
 이메일을 통한 사용자 확인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와 달리 ‘킥’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이용 가능
 또한 경쟁 모바일 메신저와 달리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ID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
 이로 인해 전화번호 기반 서비스인 ‘라인(Line)’ 등과 달리 ‘킥’에서는 무료 통화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
 그러나 자신의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이용자들로부터 ‘킥’은 높은 호응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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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외에도, ‘킥’의 기능이 매우 단순하다는 점 역시 인기 요인 중 하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메신저의 본래 기능에 즉각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나,
복잡한 부가기능을 지양하는 사용자들이 ‘킥’을 활용
l ‘킥’의 차별화된 기능들은 미국의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는 것에 일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
 더 넥스트 웹은 ‘킥’이 젊은 미국 소비자층을 공략함으로써 주변의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인 ‘밴드웨건(bandwagon) 효과’를 구축하는 것에 성공
했다고 분석

‘킥’, HTML5 기반 콘텐츠 플랫폼 ‘카드(Cards)'로 메신저 앱과 콘텐츠
간 결합 추구
l 현재 킥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자사 플랫폼 기반 앱 다운로드 제공을 위해
HTML5 기반 콘텐츠 마켓 ‘카드(Cards)'를 운영
 ‘카드’를 통해 사용자들은 ‘킥’ 플랫폼 상에서 구동되는 다양한 플러그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
 예컨대 ‘킥’ 이용자들은 ‘카드’에서 제공 중인 추가 기능 중 하나인 유튜브
(YouTube)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곧바로 ‘킥’ 상에서 이용
하는 것이 가능
l ‘킥’의 테드 리빙스톤(Ted Livingston) CEO는 자사 서비스의 핵심이 ‘카드’에
있다고 강조
 현재 대다수 모바일 메신저 앱은 화상 통화, 게임, 채팅 등 메신저 관련 기능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인터넷 이용 등 메신저 이외의 별도의 부가 가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서 벗어나야만 가능
 반면에 ‘킥’은 ‘카드’를 통한 HTML5 기반 콘텐츠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별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종료할 필요가 없으며, 앱 스토어에 접속해
관련 앱을 다운로드하는 절차 역시 불필요
 따라서 ‘킥’ 사용자는 다른 앱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킥’ 서비스 이용에만
집중이 가능
l 지 난 2012년 도 입 된 킥 의 ‘카 드 ’는 2013년 12월 까 지 1억 4,500만 회 의
다운로드 발생 건수를 기록
 리빙스톤 CEO는 아직까지 ‘카드’를 통해 큰 수익은 창출하지 못했으나 향후 관련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

참고문헌
1. The Next Web, “Kik reaches 100 million users – shows Instagram and
Twitter how messaging is done”, 2013.12.13.
2. VentureBeat, “Kik Messenger hits 100M users, with 145M HTML5-powered
Kik Cards added”,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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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표준화 연합체

글로벌 사물인터넷 연합체 ‘올신 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 M2M

‘올신 얼라이언스’ 출범

업계 거물들의 참여로 주목
l 최근 M2M 업계의 주요 사업자들이 모여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 ‘올신 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를
발족

사물인터넷

관련

공통

표준

제정을 위해 M2M 업계 핵심
사업자들 대거 참여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의 주도 하에 글로벌 대형 IT 및 가전 제품 제조사를
비롯해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사, 소매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등 총 24개
기업이 폭넓게 참여
 특히 퀄컴(Qualcomm), LG전자, 샤프(Sharp), 시스코(Cisco), 파나소닉(Panasonic),
하이얼(Haier) 등 대형 IT 및 가전 사업자들이 연합체의 핵심 멤버로 참여해 눈길

‘올신 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 참여 사업자
구분
연합체 주도
핵심 멤버
(Premier Members)

참여 사업자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
퀄컴(Qualcomm), LG전자,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cia), 하이얼(Haier),
실리콘 이미지(Silicon Image), 티피링크(TP-Link)
카나리(Canary), 시스코(Cisco), 디링크(D-Link),
더블릿위스트(Doubletwist), 폰(fon), 하르만(Harman), HTC,

구성 멤버

르티비(LeTV), 라이프엑스(LIFX), 라이트온(LiteOn),

(Community

목스트림(Moxtreme), 뮤자익(Musaic), 시어스

Members)

홀딩스(Sears Holdings), 스프라우트링(Sproutling),
윌로시티(Wilocity), 스프로스티네트워크(Sprosty Network),
위브드(Weaved)
※ 출처 : AllSeen Alliance

l 리눅스 재단 측은 ‘올신 얼라이언스’의 출범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합체
조성의 궁극적 목표는 모바일 단말기나 가전 제품 등 다양한 기기들이 특정 브랜드,
플랫폼, 운영 체제 등에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명시
 즉,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 속 전자 기기들이 통신으로 연결되고, 모든 서비스와
기기를 아우르는 공통 언어를 통해 지능화 및 상호운영성을 구현함으로써 IoT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당기는 것이 ‘올신 얼라이언스’의 핵심 과제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IoT 구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동 연합체의 핵심
과제로 지적
l 퀄컴의 롭 챈덕(Rob Chandhok) 사장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발전된 통신
기술과 각종 기기들을 동시에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
 챈덕 사장은 이러한 환경 구현에 필요한 서비스와 솔루션의 일정 단계까지 발전
했으며, 이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통 표준의 제정 및 보급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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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올신 얼라이언스’ 측은 연합체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IoT 표준 제정 및 M2M
업계의 혁신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챈덕 사장은 현재 각종 전자 제품들은 전용 리모컨이 있어야만 작동 제어가 가능
하지만, IoT 기반 솔루션의 보급이 확산될 경우에는, 단말 간 인터페이스와 API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단말 간 제어가 가능할 것 이라고 설명
 또한 챈덕 사장은 대부분의 임베디드 단말 시장에서 리눅스 솔루션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리눅스 재단의 주도가 향후 연합체 표준의 업계 입지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짐 젬린 이사는 비록 GE나 메이테그(Maytag) 등 별도로 IoT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사업자들이 불참한 상태이지만 연합체의 목표 달성 및 과제 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

이종 단말 간 원활한 통신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 코드
채택
l ‘올신 얼라이언스’는 상이한 단말 간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
소스 기반의 코드를 표준 정립에 활용할 방침
 리눅스 재단의 짐 젬린(Jim Zemlin) 전무 이사는 IoT 표준은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에 곧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무료 오픈소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l 이에 ‘올신 얼라이언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기기 간 정보전달 및 제어를 위해
퀄컴이 개발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인 ‘올조인(AllJoyn)'을 채택
 ‘올조인(AllJoyn)’은 윈도우즈 OS, 안드로이드 OS, iOS, OS X, 유니티 등 각종
스마트 단말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 플랫폼을 모두 지원
 따라서 다양한 단말기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과 제조사들은
기존에 개발했던 단말의 수정 없이 ‘올조인’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을 적용 가능
 또한 무료로 누구나 다운받아 기기 제어 기능 구현에 활용 가능하며, 해당 코드는
‘올신 얼라이언스 웹사이트(www.allseenalliance.org)’에서 무료로 제공
l 퀄컴의 챈덕 사장에 따르면, 단말기 간(Device to Device) 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올조인’ 솔루션은 태생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클라우드 기반 통신 솔루션에
비해 보안 측면에서 유리
 이에 대해 짐 젬린 이사는 통신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은 대부분 불량 코드에서 기인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조인 소스코드는 여러 기업이 참여를 통해 점차 빠르게
보안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언

참고문헌
1. GigaOM , “The AllSeen Alliance launches as a standard for the internet of
things”, 2013.12.9.
2. Venture Beat, “The Internet of things is coming on faster than ever
thanks to a new, huge alliance”,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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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공공 사업 수주

영국 정부, 정부 조달사업 참여 기업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인증 의무화

요건에 사이버 보안

방침

인증 포함
사이버 보안 대응책 마련에

l 영국 정부가 앞으로 공공 사업의 수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할 방침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는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필수적

대한 민간 기업들의 인식

으로 증빙해야 할 산업 규격 인증에 이른바 '사이버 보안 인증'을 포함시킬 계획을

향상이 주 목적

발표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동 계획은 영국 정부가 지난 2011년에 발표한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

 영국 정부는 2011년 동 사이버 보안 전략 공개 당시 4년에 걸쳐 총 6억 5,000만 파운
드(약 1조1,234억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올해 들어 2억
1,000만 파운드(약 3,629억6,820만 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

l 내각부의 프란시스 모우드(Francis Maude) 장관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는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올바른 사이버 관행의 적용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자체 대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아울러 영국 정부 측은 사이버 보안 인증은 온라인 위협 발생에 대해 충분한 대응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증명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위험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

l 영국 정부 내 고위 관계자는 유력 매체인 로이터(Reuter)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안
인증 적용 부문은 일부 특정 사업 부문에 한정될 것이라고 언급
 해당 관계자는 비록 이러한 보안 인증이 매우 정교하고 고도화된 위협을 방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의 외부 위협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에는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
 아울러 아직까지 보안 인증 제도를 적용할 조달 사업 부문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

민간 기업 대부분, 사이버 범죄 대책 마련 미흡...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국가 보안 강화를 겨냥
l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의 궁극적인 추진 배경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 전반적인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에서 비롯됨
l 지난 9월, 영국 국방부의 필립 햄몬드(Philip Hammond) 장관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는 매년 270억 파운드(약 46조8,209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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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시도를 차단한 횟수는 무려 40만 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
l 지난 7월, 영국 의회의 내무위원회에서는 25개국 사이버 범죄자들은 영국을 제 1의
공격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공격 위협의 심각성을 경고
 당시 키이스 바즈(Keith Vaz) 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따른 피해는 물리적 공격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조사 및 보고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
l 반면, 영국 내 상당 수 기업이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난 11월 영국 비즈니스 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런던 증시에 상장된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적인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을 고려중인 기업은 14%에 불과
 또한 사이버 보안 업체 체크 포인트(Check Point)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내 대기업의
63%가 기업 네트워크에 은밀히 침입해 데이터를 유출하는 봇넷 등 악성코드에 감염
 체크 포인트의 키이스 버드(Keith Bird) 책임 연구원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기업마다 보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또한 버드 연구원은 사이버 공격 규모 및 기술적 정교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대책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
l 영국 과학부의 데이비드 윌렛츠(David Willetts) 장관은 영국 정부가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관련 인식 개선 및 보안 강화 조치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프란시스 모우드 국무 장관 역시 사이버 공격은 영국의 국가 안보에 주요 위협 요인임을
밝히면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뜻을 강조

참고문헌
1. Reuters, “Firms will need cyber "badge" to win some British government
business”, 2013.12.12.
2. SC Magazine, “Cabinet office outlines security kitemark plans”, 2013.12.12.
3. The Telegraph, “Government to introduce cyber-security 'kitemark' for
businesses”,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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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방문, 절반
이상이 봇(Bot) 프로그램

2013년 웹 사이트 방문자 중 절반 이상은 봇(Bot) 프로그램
l 웹 보안 전문 업체 인캡슐라(Incapsul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웹사이트
트래픽의 61.5%가 자동화된 봇(Bot)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13.12.9.)

양성 봇 비율 증가는 긍정적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인캡슐라는 최근 90일 동안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2만여 개의 사이트에서 발생한
웹 트래픽을 분석
 그 결과 전체 웹 트래픽 대비 봇 트래픽 비중이 2012년 같은 기간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확인
 인캡슐라는 조사 기간 동안 봇 프로그램이 총 249개 국가의 웹 사이트에 14억
5,000만 번 방문했다고 설명
l 인캡슐라는 웹 사이트 방문 봇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이른바 ‘양성 봇(Good
bots)’ 이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분석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미리 색인을 생성시키는 검색 엔진의 크롤링
(Crawling) 봇이 ‘양성 봇’의 하나
 또한 각종 인터넷 정보 분석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하는 봇이나, 대량의
사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활용되는 봇들 역시 ‘양성 봇’에 포함
 ‘양성 봇’이 발생시킨 웹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이 31%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5% 상승한 수치
l 인캡슐라는 웹 기반 서비스의 발전과 기존 합법적인 봇 활동의 성능 향상을 ‘양성
봇’의 비중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
 다양한 신규 온라인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봇 유형 역시 증가
 또한 데이터 샘플링 속도가 향상되는 등 일부 양성 봇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이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양이 증가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임퍼서네이터(impersonator) 봇’은 크게 증가
l 인캡슐라는 ‘양성 봇’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봇 프로그램의
30.5%는 악성 봇이라고 설명
l 악성 봇 프로그램 중 스팸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봇의 비율은 0.5%를 차지했으며,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스크레이퍼(scraper) 봇’ 트래픽은
전체 웹 트래픽의 5%를 차지
 스팸 트래픽의 경우 2012년 2%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해당 비중이
75% 감소한 0.5% 수준
 이와 관련해 인캡슐라는 구글이 스팸 메시지 분석 알고리즘인 ‘펭귄(Penguin)’ 2.0
버전과 2.1 버전을 연이어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스팸 방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스팸
봇의 트래픽 비중이 감소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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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외에도 보안 의식 향상 등에 힘입어 해킹 툴에 의한 웹 트래픽 비중 역시
전년 대비 10% 감소한 4.5%를 기록
l 그러나

악의를

갖고

다른

봇의

활동을

모방하는

이른바

‘임퍼서네이터

(Impersonator) 봇’의 트래픽 비중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20.5%를 기록
 ‘임퍼세네이터 봇’은 구글의 검색 엔진 봇 등 합법적인 봇으로 가장하여 사용자를
속이는 봇 프로그램을 의미
 대부분의

‘임퍼세네이터

봇’은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디도스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공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단말을 트로이 목마에 감염시키기 위한 도구로도 이용
 ‘임퍼세네이터 봇’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이 해당 봇을
정상적인 봇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인캡슐라는 ‘임퍼서네이터 봇’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은 해킹 수법이 점차 고도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설명
속성별 웹 트래픽 비중

※ 출처 : Incapsula(2013.12.9.)

참고문헌
1. Incapsula, "Report: Bot traffic is up to 61.5% of all website traffic",
2013.12.9.
2. TechCrunch, "Bots Now Reportedly Account For 61.5% Of Website Visitors",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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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위 소매업체 Target,

美 대형 유통업체 타깃(Target), 100만장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 유출

고객 신용카드 정보 유출
l 美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POS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이 해킹 당하면서
약 4,000만 명의 고객 계좌정보가 도난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 및
Black Market에서 거래
정보보호산업단
정보보호산업기획팀

- ‘Black Friday’ 쇼핑 대목이 시작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 사이 매장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한 고객들의 계좌정보가 유출
- 단, 온라인 이용 고객의 카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음
l ‘타깃’은 최소 3건 이상의 집단 소송과 4곳 이상의 주(州) 검찰당국 조사를 앞두고
있음
-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에서 50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집단 소송 제기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뉴욕, 사우스다코타 등 주(州) 검찰당국은 ‘타깃’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해킹 경위와 그에 따른 피해규모 등 상세한 자료 요청
 뉴욕증시가 소비 지표 개선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
으로 ‘타깃’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

l 2007년, 美 유통업체 TJX사 고객 약 4,10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최대 규모

- 과거 TJX는 해결비용, 은행 합의, 피해자를 위한 신용 모니터링 시스템, 법률
비용, 벌금 등 2억 5,000만 달러(약 2,646억2,500만 원) 지출

- 또한 2007년부터 약 1억 3,000만 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번호를 도난당한 하틀
랜드 페이먼트사의 경우 법률 비용 2,600만 달러(약 275억2,100만 원), 비자와의
합의금 6,000만 달러(약 635억1,000만 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의 350만 달러
(약 37억475만 원) 등, 총 1억 4,000만 달러(약 1,481억9,000만 원)의 비용 지출

l 유통업체들은 고객 정보 외에도 민감한 기업 정보를 비롯한 지적 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소속 보안애널리스트 아비바 리탄은 “타깃은 신용카드 등 정보
보안을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며, 회사 내부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
 현재 ‘타깃’은 미국 연방 법 집행기구와 전문가들을 통해 재발방지 작업을 진행 중
 이들은 특히 해커가 ‘타깃’의 자체 네트워크 결함을 파고들었는지, 신용카드사와의
연결 과정에서 취약점을 포착했는지를 집중 조사중

- 연방정부는 백악관 경호실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조직,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범인 색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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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가 훔쳐낸 개인정보는 암시장(Black market)에서 거래되거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
l 유출정보에는 고객이름과 카드 숫자, 만료일, 카드 뒷면의 보안코드 세 자리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부분의 트랙데이터(track data) 등이 모두 포함

- 대량으로 유출된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
- 실제로 코네티컷주(Connecticut) 한 여성의 현금카드에서 1,200달러(약 127만 원)가 빠
져나가는 등 이미 범인은 입수한 카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 이에 JP모건체이스는 자사 현금카드 소유자 중, ‘타깃’ 매장 이용객에 대해 하루
100 달러(약 10만5,850원)로 현금 인출을 제한함
l 美 보안전문 블로거 Krebsonsecurity는 이번 사건으로 블랙마켓에서 카드 당 20
달러(약 2만1,170원)~100달러(약 10만5,850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언급

 허핑턴 포스트는 인터넷에서 3달러(약 3,175.50 원)~1,000만 달러(약 105억8,500
만 원)으로 위조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며, 다 양 한 보 완 책 중 하 나 로 써 카 드
위조 자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
※ 국내에서도 12월 12일 위조 신용카드에 의한 ‘카드깡’ 사건이 발생

우리나라는 마그네틱 카드를 보안 기능이 강화된 IC카드로 대체하고 있음

l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 카드회사가 복제하기 쉬운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해 카드
정보를 노린 범죄를 부추긴다고 지적

 2012년 기준, 전 세계 신용·직불카드 사기 피해액은 $112억 7,000만에 육박, 카드 위조
범죄 가운데 47%는 미국에서 일어남
 미국 신용카드 회사는 2015년까지 마그네틱카드를 디지털 칩으로 대체할 예정
l 우리나라는 2013년 2월부터 은행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현금인출 기능을
제거하고 있음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마그네틱 카드로 신용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
 계좌정보를 담고 있는 IC칩은 사용할 때마다 고유 암호를 생성해 상대적으로 복제
하기 어려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의 IC카드 적용률은 2012년 4분기 94%를 이름

참고문헌
1. The NY Times, “Target Struck in the Cat-and-Mouse Game of Credit Theft”,
2013.12.19.
2. Huffingtonpost, “Target Credit Card Hack Reveals Need For Updated Security”,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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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윈도우즈 CPL 파일을
이용한 고도의 악성코드
유포 방법

침해사고대응단

개요
l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 연구소에 따르면 CPL(Control Panel) 파일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악성코드 유포 방식이 발견(’13.12.17.)
※ CPL(Control Panel) 파일 : MS 윈도우즈 제어판에 나타나는 설정 항목 파일로써 EXE파일과
같이 실행이 가능하며, Windows 폴더 내 desk.cpl 파일을 실행시키면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가
실행

침해대응기술팀
주요 내용
l 최근 해커들이 공격 대상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기 위해 스팸메일에 첨부하는
파일을 분석한 결과, CPL 형태의 악성파일을 사용
- CPL 파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은 올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발견
- 최근 발견된 CPL 악성파일은 트로이얀 악성코드(TROJ_CHEPRO.CPL)로써 윈도우
계열 OS에서 동작하며 사용자 접근 권한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킴
※ TROJ_CHEPRO.CPL : 사용자 접근 권한, 특정 계정의 접근 허가 등을 취소,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의 CPL 악성코드로서 TROJ_CHEPRO.RTF 파일을 통해 시스템에 감염됨

l 공격자들은 CPL 악성파일을 유포할 때에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RTF 형식의 텍스트
문서 파일에 CPL 악성파일 실행을 위한 이미지를 첨부
- 공격자들이 전송하는 스팸메일에는 RTF 파일이 첨부되는데 파일을 열면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를 클릭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클릭시 TROJ_CHEPRO.CPL
파일이 수행
※ RTF(Rich Text Format) 파일 : 미국의 MS 사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한 텍스트 문서 파일 형식으로
IBM PC와 매킨토시 같은 서로 다른 기종이나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간의 형식화된
텍스트 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RTF파일이 첨부된 스팸메일

※ 출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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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PL 트로이얀 악성파일은 암호화된 악성 스파이웨어(TSPY_BANCOS.CVH)를 추가적
으로 다운로드 하여 실행시킴
- CPL 트로이얀 악성파일에 의해 다운로드 된 스파이웨어는 감염된 시스템의 MAC 주소,
디스크 정보, 네트워크 정보, 이메일 주소 등 각종 중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특정
호스트로 전송
※ TSPY_BANCOS.CVH : 윈도우즈 계열 OS에서 동작하는 스파이웨어로써 감염된 시스템의
정보 및 키보드 타이핑 로그 등을 수집하여 특정 URL로 전송하며, 주요 웹사이트(구글,
블로그, 핫메일 등) 접속을 모니터링 함

- 해당 스파이웨어는 특정 호스트(C&C)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추가적인 명령을 수행
하도록 허용함
l 악성코드를 시스템에 감염시키기 위한 방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CPL
파일과 같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는 파일을 통해 감염시킨 후, 불법적으로 시스템 정보를
탈취하거나, 다른 용도로 악용함
- 악성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금융정보까지도 유출될 수
있으며, DDoS 공격을 위한 좀비 PC로 악용될 수 있음
l 따라서, 국내에서도 악성코드가 숨겨진 CPL 파일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의심이 되는
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어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

참고문헌
1. Blog.trendmicro, Control Panel(CPL) Files Used As Malicious Attachments, 2013.
12.17.
2. Infowar.com, Cybercriminals Target Brazilian Bank Customers with Cleverly D
esigned Documents,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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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TE제공 사업자 수,

글로벌 251개 사업자 LTE서비스 제공

250개 돌파
l GSA는 2013년 12월 기준 전세계 93개국 251개 사업자가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LTE 제공 국가 수는 2013년 29개국 증가하였으며, 2012년 64개국 대비 45% 증가함
 한편,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이 2013년 12월 18일에 TD-LTE를 통해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중국도 LTE 제공 국가에 포함됨
 또한, 프랑스의 프리(Free)가 2013년 12월 1일, 콜롬비아의 모비스타(Movistar)가
2013년 12월 2일, 콜롬비아의 티고(Tigo)가 2013년 12월 2일, 영국의 3 UK가
2013년 12월 2일, 피지의 보다폰 피지(Vodafone Fiji)가 2013년 12월 5일에 각각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LTE 제공 국가 수가 증가함

2013년 LTE 가입자 수 2억 3,800만 명 기록

l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Strategy Analytics)는 2013년 LTE
가입자 수가 2억 3,800만 명을 기록하고 2018년에는 20억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힘

 해당 기관은 2013년 초까지 글로벌 LTE 시장의 90%를 점유한 미국, 한국,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말까지 76%로 감소하고, 서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LTE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힘
 특히,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이 TD-LTE 라이선스를 획득, 2013년 12월부터 LTE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중국의 LTE 지원 저가 디바이스의 성장이 글로벌 LTE 시장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함
글로벌 LTE 상용서비스 사업자 추이

(단위 : 개)

※ 출처 :GSA(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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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TE가입자 수 추이

(단위: 만명)

※ 출처 : Strategy Analytics(2013.12)

l LTE 상용 국가는 기존 선진국에서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중국의 TD-LTE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TD-LTE 지원 디바이스 출하량이
급증할 전망이며,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임

참고문헌
1. GSA Confirms over 250 LTE Networks Now Launched, Cellular-News,
2013.12.18.
2. LTE Connections Expected to Reach 2 Billion in 2018, Cellular-News,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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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너, 2020년

개요

M2M탑재 디바이스
260억 대 이를 전망

l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PC,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제외한 M2M 기능
탑재 디바이스 수가 2020년 260억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이는 2009년 9억 대
대비 30배 증가하는 수치에 해당됨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가트너는 M2M 기능 탑재 디바이스 수는 2020년 73억 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존 커넥티드 디바이스(PC, 태블릿 PC, 스마트폰)를 크게 넘어서며 새로운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함
 한편, M2M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M2M 시장 규모도 2020년 3,000억
달러(약 317조5,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1조 9,000억 달러(약 317조5,500
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업의 경우 첨단 의료 기기, 공장 자동화 센서와 산업 로봇 애플리케이션, 농작물
수확량 제고용 센서 모드, 자동차 센서와 도로 및 철도 교통, 수자원 공급, 송전 등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폭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어 M2M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2020년에 M2M 기술 활용 산업 비중은 제조(15%), 헬스케어(15%), 보험(11%)
순으로 나타남
M2M 탑재 기기 대수 전망

(단위 : 억대)

※ 출처 : Gartner(2013.12)
l 글로벌 M2M 시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고도화와 M2M 관련 서비스 시장
활성화로 인해 향후 통신 및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M2M 서비스는 현재 한정된 산업군에서만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병원, 학교,
공장, 선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제공될 전망이며, 통신 사업자들은 非 IT 산업의
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나갈 전망임
 한편, M2M 탑재 디바이스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북미, 동북아시아,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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