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주 (1/2)

04
06
08

11
15
17
19

22
24

국제연합(UN),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 결의안 통과
英 정부, 중국 단말 벤더 화웨이 감시 강화 예고
젊은층의 인터넷 과다 이용은 중독 증상 중 하나

ENISA, 2013년 사이버위협 보고서 발표
카자흐스탄, 신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클라우드보안협회, DDoS 공격 대응 위한 워킹 그룹 결성
2012년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액은 247억 달러

기업용 모바일 시장, iOS 강세
EU, 모바일 폰 충전기 표준화에 동의

국제연합(UN), ‘디지털

국제연합(UN),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 보장하기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

위한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결의안 통과

l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개인 데이터 수집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을
통과('13.12.19)
 본 결의안은 브라질,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23개국의 공동 발의로 UN 총회에 상정

불법 도청 및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에 제동

됐으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 아르헨티나(Argentina), 호주(Austria),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칠레(Chile), 쿠바
(Cuba), 한국(Korea), 에콰도르(Ecuador),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콰테말라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Guatemala),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룩셈
부르크(Luxembourg), 멕시코(Mexico), 니카라과(Nicaragua), 페루(Peru), 슬로베니아(Slovenia),
스페인(Spain), 스위스(Switzerland), 동티모르(Timor-Leste), 우루과이(Uruguay)가 결의안 지지

 특히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감시를 받
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국가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주도
l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에서는 각 개인이 오프라인 상에서 누리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
 또한 민감한 개인 데이터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수집 및 탈취 행위나 통신 활동에
대한 감시는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주 사회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
l 특히 본 결의안 제 4조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
및 통신 도청 활동을 겨냥해 모든 국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디지털 통신 영역을 포함해 모든 인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할 것을 요구
 사생활 보호 권리의 침해를 중단시키고 해당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각 국의
관련 국내법을 국제인권협약에 맞도록 개정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신 활동의 감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탈취 행위와 관련한 절차 및 법 규정의
재검토를 실시

 국가에 의한 통신 활동의 감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탈취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책임 있는 내부 감시 활동을 수행할 투명하고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확보
l 그 외에도 본 결의안에서는 각 국가가 UN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에 디지털 통신의
감시 및 개인 정보의 수집, 탈취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이 같은 UN의 행동은 前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도청
사실 폭로로 인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시행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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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 법적 구속력 없으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듯
l 본 UN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개별 회원국에게 이를 준수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위반하더라도 제제 행위를 취할 수 없는 실정
l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개인이 누리고 있는 사생활 보호권리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
 향후 각 회원국이 공개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도감청 행위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
 이와 관련해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의 신시아 웡(Cynthia Wong)
연구원은 이번 결의안이 정부의 대규모 감시 행위 금지를 국제적인 어젠다로 설정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의 자밀 다콰르(Jamil
Dakwar) 이사 역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분별한 감시 행위가 종결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
l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 통과는 UN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권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그 외에도 인터넷 외에 또 다른 기술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는 점 역시 본 결의안 통과의 성과
중 하나

참고문헌
1. Access, “Message to U.N. General Assembly: Stand up for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2013.11.21.
2. MSN News, “UN votes to protect privacy in digital age”, 2013.12.20.
3. PostStar.com, “UN votes to protect privacy in digital age”, 2013.12.18.
4. The Register, “United Nations signs off on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2013.12.19.
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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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중국 단말

영국 정부, 화웨이(Hwawei) 산하 사이버보안 진단센터(HCSEC) 대상

벤더 화웨이 감시 강화

감독 활동 강화 방침 발표

예고

l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영국 정보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를 통해 중국 통신장비 벤더 화웨이
(Huawei)에 대한 감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13.12.17)

화웨이 산하 사이버보안 진단
센터(HCSEC)에 대한 전방위
압박 개시

 감독 강화 대상은 현재 화웨이가 영국 내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보안 진단센터
(Huawei Cyber Security Evaluation Centre, HCSEC)
 지난 2010년 영국 남부 옥스포드셔(Oxfordshire) 지역에 개설된 HCSEC는 영국의
통신 네트워크가 외부의 해킹이나 도청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화웨이의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 테스트 업무를 수행
 카메론 총리는 이번 결정이 자국 내 통신 네트워크에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회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언급
l 감독 강화 발표에 앞서 영국 국가보안 자문위원단은 HCSEC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
 국가보안 자문위원 킴 대럭(Kim Darroch)은 조사 결과 HCSEC의 운영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화웨이 본사와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또한 화웨이가 HCSEC 직원 채용을 직접 관리하는 행태가 실질적으로 화웨이의
제품과 규정 및 엔지니어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주장
l 그러나 영국 국가보안 자문위원단은 보고서 말미를 통해 HCSEC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권고사항 등을 제시
 HCSEC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위 간부 임용 과정에서
GCHQ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HCSEC 지명한 간부가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GCHQ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 외에도 영국 국가보안 자문위원단은 HCSEC 운영 개선안의 일환으로 화웨이와의
공식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GCHQ 관계자가 의장을 맡는 감독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권고
 또한 HCSEC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l 권고안에 의해 영국 정부는 HCSEC에 GCHQ 당국자를 파견하여 주요 의사 진행을
감독할 예정
 이에 따라 GCHQ는 HCSEC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물론 인사권 등 통제 권한을
상당 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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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과의 연계설로 미국 등 여러 서방
국가와 마찰 빚어
l 한편 화웨이는 이번 카메론 총리의 성명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
 화웨이는 HCSEC의 관리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해 영국 국가보안 자문위원단의 평가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HCSEC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및 민간 관계 당사자들과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
l 화웨이는 그 동안 많은 인프라 투자와 함께 영국 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
 지난 1995년부터 영국 통신시장에 진출한 통신장비 벤더 화웨이는 지난 2013년 10월
1억 2,500만 파운드를 투자해 R&D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영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전개
l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에 대한 영국 정부 차원의 압박이 강화됐다는 점은 보안
문제에 대한 서방 국가의 우려가 커졌음을 방증
 실제 호주 정부의 경우 화웨이가 자국 광통신망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제한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

전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국장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대신해 서방에서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외에도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과의 관련설이 불거지면서 여러 서방
국가에서 많은 논란에 휘말린 상황
l 이러한 논란에 대해 화웨이는 자사가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고
있지 않으며 지분의 98.6%는 화웨이의 직원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세간의 의심에
대해 정면 반박 중

참고문헌
1. NDTV Gardget, “Britain must boost its oversight of Huawei cyber-security centre:
Cameron”, 2013.12.18.
2. Reuters, “UPDATE 1-UK to give spy agency greater role at Huawei cyber
centre”, 2013.12.17.
3.

Wired,

“GCHQ

to

play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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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crutinising

Huawei's

UK

cybersecurity centre”,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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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의 인터넷 과다

인터넷 과다 사용과 인간의 행동 및 감정 간 상관관계 확인한 연구

이용은 중독 증상 중 하나

결과 발표
l 미국 미주리(Missouri) 과학기술대학과 듀크(Duke) 대학 의료센터 및 뇌과학
연구소가 ‘젊은층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따른 증상의 경험적 연구(An Empricial

美 미주리(Missouri) 대학과
듀크(Duke) 대학 공동 연구
결과 발표

Study on Symptoms of Heavier Internet Usage among Young Adults)’를
발표(’13.12.18)
 미주리 과학기술대 컴퓨터 공학과의 스리람 첼라판(Sriram Chellappan) 교수와
듀크 대학 의료센터의 정신과 교수와 무랄리 도래스와미(Murali Doraiswamy)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박사는 2개월 간 6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행태를 추적
 이를 통해 연구진은 젊은 사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유형과 중독 증상 간 상관관계
입증을 시도
 연구 결과는 인도 첸나이(Chennai)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의 첨단 네트워크 및 통신 시스템
컨퍼런스에서 공개
l 연구팀은 ‘인터넷 관련 문제 측정치(Internet-Related Problem Scale, IRPS)’라는
지표를 통해 인터넷 이용에 따른 개인의 문제 발생 정도를 0에서 200까지의
수치로 환산하여 산출
 IRPS 지수에는 내향성, 금단 증상, 갈망, 인내,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현실
도피, 자제력 상실, 일상 활동 시간 감소 등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중독
현상이 포함

인터넷 이용 유형에 따라 중독 및 금단 증상에 차이
l 연구 대상 학생들의 IRPS 수치는 최저 30에서 최고 134로 나타났으며 평균 수치는
75를 기록
조사 대상의 인터넷 관련 문제 측정치(IRPS) 분포

※ 출처 :Vishwanathan, Sai Preethi, et al(2013)

8

2014년 1월 1주

 IRPS를 인터넷 활동 영역에 따라 구분할 경우, 해당 수치가 가장 높았던 영역은
게임, 채팅 및 웹 검색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부문은 e-메일과 SNS로 확인
 대학생들의 게임, 채팅, 파일 다운로드, e-메일, 웹 검색, SNS 등 부문별 인터넷
사용량은 최저 140 메가바이트(Megabyte)에서 최고 51기가바이트(Gigabyte)였으며
1인당 평균 이용량은 7기가바이트로 집계
l 인터넷 사용 영역에 따라 조사 대상의 중독 증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
 현실 관계보다 가상 관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내향적 심리 상태는
게임과 채팅 이용 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
 인터넷 이용을 지속시키는 갈망 현상은 게임과 채팅 및 파일 다운로드 이용 시 극
대화되었으며, 스스로 인터넷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의 상실은 게임 이용 시
높은 수치를 기록
l 한편, IRPS에서 내향성 지수가 높은 학생의 경우 낮은 학생에 비해 인스턴트
메시징에 할애하는 시간이 25%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
 또한 갈망 지수가 높은 사용자의 콘텐츠 다운로드 양은 해당 수치가 낮은 사용자에
비해 60% 높은 것으로 집계
l 무랄리 도래스와미 교수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사용자의
5~10%는 웹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
 특히 이들의 뇌 이미지 연구 결과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이 마약 중독과 유사한 뇌
반응을 나타냈다고 언급
l 연구진은 인터넷 금단 증상에 대한 해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증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실증 데이터가 지금까지 부재했다고 지적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인간의 행동 및 감정에 미치는
영향의 올바른 인식과 해결책 모색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언

참고문헌
1. MNT, “High internet use 'indicates addictive behavior' for young adults”,
2013.12.23.
2. NDTV Gardgets, “Heavy Internet users show signs of addiction, such as withdrawal
symptoms”, 2013.12.23.
3. The Economic Times, “Heavy Internet users show symptoms of addiction”, 2013.12.23.
4. Vishwanathan, Sai Preethi, et al., “An Empirical Study on Symptoms of
Heavier Internet Usage among Young Adult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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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SA, 2013년 사이버

ENISA, 2013년 사이버위협 보고서 발표(’13.12.11)

위협 보고서 발표
l 유럽정보보안기구(ENISA)는 사이버 보안, 산업,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3년도에
발간된 250개 이상의 리포트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망, 트렌드를 제시
2013년 주요 사이버 위협 트렌드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배병환

※ 출처 : ENISA 재구성

l 주요 내용
-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바이러스나 멀웨어
(malware)가 다운로드 되어 실행되는 공격
‧ 기존 봇넷(Botnets)에서 감염된 URLs을 활용하여 멀웨어(malware)를 확산시키는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소프트웨어 제작언어인 자바(Java)의 취약점을 활용해 웹사이트를 감염시키며, 공격자들이
코드감염 공격(code injection attacks)을 통해 멀웨어 URLs를 생성
- (웜/트로이안)

네트워크

내

연속적인

복사

소모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파괴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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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억장치를

‧ 모바일 기기 사용량 증가 및 모바일 보안의 취약성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
‧ 공격 툴을 활용한 악성코드 생성, 코드난독화, 다중채널을 활용한 정교한 악성코드의
증가
- (코드 인젝션) 상대방 프로세스에 독립 실행코드를 삽입한 후 실행시키는 공격기법
‧ 주로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s) 공격과 관련한 사이버 범죄에 활용
※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 코드 인젝션의 경우, SQLi, 스피어 피싱, 워터링 홀 기술 등과 같이 다른 유형의 공격과
결합한 형태가 많음
- (익스플로이트 킷) 소프트웨어의 버그, 보안취약점 등의 결함을 이용해 공격자의
의도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절차나 일련의 명령
‧ 대다수 사용자들이 감염된 URLs 접속을 통해 Exploit Kits 공격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 공격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
- (봇넷)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어 해커의 통제를 받는 컴퓨터 네트워크
‧ 봇넷보다 악성 URLs을 통해 멀웨어를 전파하는 추세가 증가
‧ 별도 C&C 서버가 필요없는 P2P 기술이 적용된 봇넷 인프라가 출현
‧ 비트코인 채굴과 클릭사기(Click fraud)에 활용되고 있음
※ 클릭사기(Click fraud) : 소프트웨어나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광고링크의 클릭
수를 늘리는 행위

- (물리적 도난/손실/파손)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손상
‧ 데이터 손실이 이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물리적 피해가 있음
‧ 저장장치에 물리적 접속을 통해 데이터 침해사고가 발생
- (신원 도용) 스파이아이(Spyeye), 제우스(Zeus) 등 금융 트로이안(Financial trojans)을
통해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사이버 위협
‧ 금융거래 내역 및 결제 정보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
‧ NFC와 같이 디바이스 간 금융거래를 위해 활용되는 기술이 공격 타겟이 되고 있음
‧ 브라우저 공격(Man in the browser attack)을 통해 브라우저 메모리 내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유출
※ 브라우저 공격(Man in the browser attack) : 공격자가 감염된 컴퓨터에 트로이 목마 파일을
설치한 후, 사용자간 실시간 웹 통신을 변경하는 공격

- (서비스 거부)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켜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이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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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화된 서비스 거부 공격의 증가로 보안의 어려움 발생
‧ 최근 기존 2-10Gbps 트래픽 공격에서 300Gbps의 트래픽과 같은 대규모의 트래픽
공격 발생
‧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유럽의 경우 낮은 공격률을 보임
- (피싱) 인터넷・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해킹 기법
‧ 고도화된 피싱 공격의 증가로 사용자 피해 확인의 어려움 발생
‧ 지역별 문화, 사회, 기술 발전에 따라 피싱 공격 전략의 차이 발생
‧ 많은 공격자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인 피싱 공격을 활용 중
- (스팸)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수신인에게 무작위로 송신된 이메일 메시지
‧ 의약품, 이미지, 의약품 외 광고 등의 스팸 메시지가 약 85%를 차지, 이외에도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스팸 메시지의 콘텐츠로 활용
- (로그웨어/랜섬웨어/스케어웨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등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로
위장하여 사용자들의 금전을 탈취하는 악성 프로그램
‧ 공격자들이 추후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
- (데이터 손실) 파일 관리자의 실수 등 컴퓨터 내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파일의 유출 사고
‧ 내부자 실수로 인한 데이터 유출보다 외부 공격자로 인해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간단한 사이버 보안 기술의 적용으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
※ 약 70% 이상의 사고가 기초 수준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

- (정보 유출) 데이터 손실(Data Breaches)과 달리 공격자들이 내부 정찰이나 추후
공격을 위한 기술 취약점 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공격자가 취득한 관리자 권한과 세션 관리 정보를 통해 사용자 세션과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각종 거래 내역 정보를 유출
‧ 타겟 공격이나 시스템 장악을 위해 활용되는 네트워크 정찰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
정보와 각종 리소스 정보를 얻음
‧ 보안이 취약한 채널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부주의한 모바일 앱 사용으로 개인
정보와 각종 비즈니스 정보가 유출
- (타겟 공격) 특정 대상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공격자가 원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이버 위협
‧ 올해 다수의 APT 공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기본적인 IT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
내에서 다수 발생
‧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APT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모바일
스파이웨어 어플리케이션이 APT 공격의 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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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링 홀) 공격 대상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시킨 뒤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격
‧ 검색 엔진 포이즈닝(Search Engine Poisoning) 공격과 유사하나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춰 공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 차이가 발생
※ 검색 엔진 포이즈닝(Search Engine Poisoning) 공격 : 감염된 검색엔진의 링크를 클릭할시
감염 발생

‧ 공격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몇몇

감염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어 향후 이러한 기법의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l 향후 개별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을 대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전 국가가 공조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

참고문헌

1. ENISA, “Threat Landscape, Mid-year 2013”, 2013. 12. 11
2. Security Affairs, “ENISA Threat Landscape 2013 report, the rise of cyber
threats”, 2013. 12. 12
3. 한국인터넷진흥원, “ENISA, 2013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평가보고서 발표”, 2013. 9. 27

목 차

14

2014년 1월 1주

카자흐스탄, 신규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l 카스흐스탄 공화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2013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곧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될 것을 공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해 개인의 권리를

기술적 보호조치 미준수 시
최대 $11,300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보호하고자 함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의 중앙통제기관이 없으나 각 행정기관에서 산업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규정
 개인정보 수집, 이용, 노출, 제공, 파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

개인정보안전단
개인정보침해대응팀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 산업부문, 개인부문으로 세분화
l 구성 : 총 6장 제31조
항목

내용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5장

개인정보보호의 국가규제

제6장

최종 경과규정

일반규정
l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체정보 또는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
l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을 포함
l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국제조약, 법
집행기관의 판결․통계처리 목적을 위해서는 동의 예외
l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보관은 개인에게 별도의 통지관련 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제한
l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l 국가 간에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국가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관리·운영
l 개인의 가족 환경이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수집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 범위에
제외

처벌규정
l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처리할 경우 대기업은 1,130달러(약 118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 및 중소기업은 556달러(약 58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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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3,390달러(약 355
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 및 중소기업은 1,130달러 이하의 벌금
l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11,300달러(약 1,185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l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 4,520달러(약 474만 원)~7,910달러(약 829
만 원)의 벌금이 부과
l 정부 대상의 해킹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2,600달러(약 2,371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시사점
l 해외 각국에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
버시 영향에 주목
-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국민의 프라이버시 의식을 자극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됨에 따라 자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점은 처벌대상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세분화 시켜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한 입법체계 확립

l 더불어 우리 입법정책 상 행정기관의 규제를 통한 행정벌 위주의 과태료 규정과는
달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경각심 제고를 위한 벌금 및 징역을 주된 처벌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처벌 규정이 보다 높게 규정

참고문헌

1. Cynthia O'Donoghue, "Kazakhstan: Kazakhstan Introduces New Privacy Law",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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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보안협회,

클라우드보안협회(CSA), DDoS공격 대응 위한 워킹 그룹 결성

DDoS 공격 대응 위한
워킹 그룹 결성

l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내의 보안을 위한 표준 정립 단체인 클라우드보안협회(CSA)가
DDos 공격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을 결성함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최근 기업 웹 사이트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DDoS 공격이 감염된 호스팅
사업자의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음
 DDoS 공격은 호스팅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공격 대상에 파괴적인
트래픽을 직접적으로 보내 피해 규모가 더 커짐
 워킹 그룹은 클라우드 기반 시설을 통해 공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워킹 그룹은 봇넷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위한 필수적인
안티 봇 프랙티스(Anti Bot Practice)를 발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안티 봇
툴 킷(Anti Bot Tool Kit)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기업, 일주일 평균 66회 DDos 공격 발생

l 시장조사기관인 포네몬(Ponemon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기업들이 일주일 평균 66회의 DDoS 공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해당기관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 위치한 2,618명의 IT 및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융, 제조, 국방,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함
 일주일 기간 동안 국가당 DDoS 공격 평균 발생 건수는 독일이 82회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79회), 영국(64회), 홍콩(54회), 브라질(47회) 등이 뒤를 이음
 기업들은 DDoS 공격으로 발생되는 피해 규모가 최소 10만 달러(약 1억 493만 원)에서
최대 30만 달러(약 3억 1,479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함
 또한, 기업들은 DDoS 공격으로 사업방해,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과 같은 중요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언급함
일주일 기간 동안 국가당 평균 DDoS 공격 발생 횟수

(단위 : 회)

※ 출처 :Ponemon(2012.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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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클라우드보안협회(CSA)의 클라우드 워킹 그룹을 통해서 각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개시된 DDoS 공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

 기업들은 클라우드보안협회(CSA)가 마련한 안티 봇 프랙티스(Anti Bot Practice)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보안 인증 과정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이에, 금융 산업은 물론 의료, 통신, 교육, 유통 산업으로까지 DDoS 공격의 발생 피해
규모가 감소될 전망

참고문헌

1. Anti-Bot Working Group to fight DDoS attacks from cloud infrastructure,
Networkworld, 2013.12.5.
2. The Impact of Cybercrime on Business, Ponemon Institute,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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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도용에

2012년, 미국인의 14명 중 1명이 신원 도용 피해자

따른

피해액은 247억 달러

l 미국 법무부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이 16세 이상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2012년도에 개인 정보 도용의 피해자는 약 1,658만 명으로
집계

신원 도용 피해자의 85%가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7% 정도로, 14명 중 1명은 신원 도용의 피해를 입은 셈

금전적 손실을 경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48%와 52%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 별로는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연간 수입 7만 5,000달러(약 7,869만 원) 이상 계층의 피해자가 627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l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의 85%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미국 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액 규모는 총
247억 달러(약 25조 9,1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이는 강도, 차량 및 일반 절도와 같은 물리적인 범죄 행위에 따른 피해액인 139억 달
러보다 100억 달러(약 14조 5,852억 원)나 큰 금액
 개인정보 도용 사고의 평균 피해액은 2,183달러(약 229만 원)였으며, 1인당 피해액은
1,769달러(약 185만 원)로 집계
2012년 신원 도용 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 출처 : U.S. Department of Justice(2013.12.13)

l 신원 도용 피해자의 다수는 1일 이내에 피해를 해결했으나 피해자의 10%는 관련 문제
해결에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
 그러나 신용 도용 피해의 평균 복구 시간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이
 예를 들어 기존 신용카드 소지자의 경우 오용 등의 문제를 3시간 내에 해결한 반면,
유출된 자신의 개인정보가 신규 계좌 개설이나 기타 사기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평균 30시간 가량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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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 보다 타인이 자신의 신원이 도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우려했는데,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감정적 고통은 피해 복구에 소요된 기간에
따라 차이
 재정적 신용 문제 회복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던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 가운데
47%는 심각한 정식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응답
 반면, 피해 복구에 1일 미만의 기간이 소요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에 불과

개인정보 도용 범죄에 대한 낮은 신고율로 피해 파악에 어려움
l 한편, 이러한 신원 도용 범죄 피해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신용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
 미국 경찰 연합기구 PERF(The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의 척 웩슬러
(Chuck Wexler) 이사는 신원 도용 범죄 발생 시 피해자들은 금융 기관을 통한 손실
변제에 급급하며 경찰에 보고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
 웩슬러 이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신원 도용 범죄에 대한 정확한 발생 및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
l 범죄 및 경찰 관련 시장 조사 기관인 경찰 재단(Police Foundation)의 짐 뷰어만
(Jim Bueermann) 회장은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범죄자들의 해킹 능력 또한
크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
 아울러 뷰어만 회장은 이용자들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언

참고문헌
1. CIO Today, “Identity Theft Crimes on the Rise in U.S.”, 2013.12.13.
2. FierceGovernmentIT, “Identity theft victimized 1 in 15 U.S. residents last
year”, 2013.12.16.
3. U.S. Department of Justice, “Victims of Identity Theft, 2012”,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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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모바일 시장,

iOS,

기업용

단말

시장에서

iOS 강세

(Windows Phone) 압도

안드로이드(Android)와

윈도우즈

폰

l 애플(Apple)의 모바일 OS인 iOS 탑재 단말이 기업용 모바일 단말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경쟁 제품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
 리서치 업체 인터미디어(Intermedia)의 ‘2013년 중소기업 트렌드 리포트(2013

일반 소비 시장과는 상반된

Small + Medium Business Mobile Trends Report)’에 따르면, iOS가 중소기업용

결과로 주목

모바일 단말 시장 점유율에서 안드로이드(Android)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즈 폰(Windows Phone)을 크게 압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2013년 10월 기준 인터미디어가 모니터링 중인 70만 대의 중소기업용 모바일 단말
중 iOS 탑재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비중은 76%를 차지
 반면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은 삼성의 제품이 12%, 모토로라(Motorola)의 제품이
5%, 기타 안드로이드 단말이 3%를 기록하는 등 총 20%를 차지
 그 밖에 윈도우즈 폰과 블랙베리(Blackberry)를 탑재한 제품 비율은 1% 내외를
나타내며 극히 미미한 수준을 기록
OS 및 벤더별 중소기업 활용 모바일 단말 수 변화 추이

※ 출처 : Intermedia(2013.12.12.)
l 한편 중소기업 고객들의 경우 애플의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iPhone)의 최신 제품
중 아이폰 5S(iPhone 5S)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인터미디어에 따르면, 2013년 10월까지 조사 대상 기업 고객들이 개통한 아이폰
5S가 6,906대인 반면, 같은 시기 출시된 저가형 제품인 아이폰 5C(iPhone 5C)의
개통 대수는 1,521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l 아이폰 5S가 기업 고객 사이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이 아이폰
5C 모델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길며, 최신 지문 스캐닝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
으로 분석

22

2014년 1월 1주

 특히 아이폰 5S에 내장된 지문 스캐너는 사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
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
l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폰은 매우 낮은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
냈으나, 조사 기간 동안 93%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모바일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시장
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IT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과거 윈도우즈 폰 탑재 단말의 판매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높은 성장률이 시장 내 별 다른 여파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기업 시장 내 iOS의 강세 이유, 블랙베리의 침체 및 안드로이드에 대한
보안 우려에 따른 반사 효과
l iOS가 당초 기업 고객보다는 일반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모바일 OS
라는 점에서 인터미디어의 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
 이에 대해 모바일 전문 매체 모바일닷프로(mobile.pro)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 前 CEO가 기업용 시장이 자사의 공략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애플이
처음부터 iOS의 주 타겟을 개인 사용자에 맞추어 왔다고 설명
l 리서치 및 투자 컨설팅 업체 웻지 파트너스(Wedge Partners)의 브라이어 블래어
(Brian Blair) 애널리스트는 iOS가 기업 고객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주요인으로 블랙베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거론
 블레어는 초기 기업용 스마트폰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블랙베리 OS의 개발사
RIM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모바일 에코시스템으로
이동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iOS라고 지적
l 한편, 블레어 애널리스트는 안드로이드 탑재 단말이 기업 고객들에게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보안에 대한 불신을 거론하면서 특히 기업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멀웨어 감염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
 그 외에도 페이지(Pages), 키노트(Keynote)와 같은 기업 고객들에게 유용한 사무용
앱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보다 개선된 기업 IT 자원 관리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는 점도 기업용 시장에서 iOS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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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모바일 폰 충전기

유럽연합(EU), 모바일 폰 충전기 표준화에 합의

표준화에 동의
l EU는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의 충전 시스템을 통일하는데 동의
했다고 밝힘(’13.12.19.)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유럽 의회 산하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는 2013년 9월에 모든 기업은 같은 형태의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상장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음
 유럽 의회에서 처음 제기된 해당 사항은 장관회의에서 휴대폰 충전기 표준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2014년 3월에 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임
 한편, EU가 표준화 하려는 규격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Micro) USB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유럽 내에서 판매 중이거나 향후 판매될 모든 모바일 디바
이스에 동일한 방식의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충전 시스템 차이로 인해
전자제품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한, EU는 모바일 폰 충전기 표준화를 준수하기 위해 제품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장 감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동의함
 해당 기관은 소비자들도 모바일 폰 충전기 표준화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모바일 폰 제조 사업자들이 모바일 폰 충전기 표준화 관련 문건을 제공하도록 허용
할 방침임
모바일 폰 충전기 표준화 개요

마이크로 USB 이미지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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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U가 모바일 배터리 표준화에 동의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배터리 표준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짐

 유럽 내 각 제조 사업자들은 이번 표준 제정에 따라서 배터리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배터리 표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한편, 배터리 표준 방식이 아닌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는 애플(Apple)은 향후
유럽 시장을 위한 배터리 방식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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