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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캠페인 ‘아워 오브 코드’ 참가자 2,000만 명 돌파
미국,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 저조
미국 원격의료시장, 2018년 2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美 시몬 비젠탈센터, 사이버불링 신고 앱 출시

아프리카 연합,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안 마련에 박차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동향 보고서 발표
스냅쳇, 해킹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다중 인증 시장, 2017년까지 54억 달러 도달할 것으로 예상

'텔코 클라우드'. 2014년 네트워크 시장 핵심 서비스로 부상
유럽 커넥티드 및 스마트 홈 시장, 2015년 6억 2,000만 유로 전망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캠페인 ‘아워 오브 코드’
참가자 2,000만 명 돌파

프로그래머 육성 캠페인 ‘아워 오브 코드’, 폭발적 참여율 기록
l 비영리단체 코드닷오알지(Code.org)가 진행 중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캠페인
‘아워 오브 코드(Hour of Code)’가 시작 2주 만에 전 세계 170개국 2,00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집계(’13.12.27.)

IT 업계 및 정계 인사의 전폭적
지원 속 성황리에 진행

 코드닷오알지에 따르면, 전체 ‘아워 오브 코드’ 참가자 중 83%가 미국인이었고,
74%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급을 의미하는 K-12 연령층인 것으로 확인
 또한 전체 참가자의 51%가 여학생이었고 8%는 흑인, 14%가 히스패닉으로 집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되는 등 성별과 인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참여 인원을 확보
 특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학생 수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 내 공립학교를 통해
개설된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 강좌에 참여했던 여학생 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
l ‘아워 오브 코드’의 가입자 기반 확보 속도는 여타 인기 웹 서비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
 사용자 1,500만 명 달성까지 이미지 기반 SNS 인스타그램(Instgram)은 14개월이
걸렸으며, 인기 SNS 페이스북(Facebook)도 3년이 소요
 그러나 ‘아워 오브 코드’는 단 5일 만에 1,500만 명의 프로그램 참가자를 확보하는
것에 성공
‘아워 오브 코드(Hour of Code)’의 주요 성과

※ 출처 : TechCrunch(2013.12.27)
l 하디 파토비(Hadi Partovi)와 알리 파토비(Ali Partovi) 형제가 설립한 코드닷
오알지는 2013년 설립 이후 미국 전역의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강화 활동을 전개
 이후 2013년 12월 9일부터 ‘아워 오브 코드’ 캠페인을 전개하며 K-12 연령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본격적으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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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히 코드닷오알지는 미국 내 K-12 학교의 90%가 컴퓨터 사이언스 강좌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워 오브 코드’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
 파토비 형제와 코드닷오알지는 미국 내 각 주정부 차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강화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진행
 이에 따라 알리바마(Alabama), 메릴랜드(Maryland), 위스콘신(Wisconsin) 등 3개
州는 주 정부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변경했으며, 시카고(Chicago)와 뉴욕(New
York)에서도 시 교육청 차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강좌가 개설

‘아워 오브 코드’의 성공 요인, IT 업계를 비롯한 정계의 폭넓은 지원
l ‘아워 오브 코드’가 단기간 내에 큰 성공을 거둔 주요 요인은 구글(Google)과
애플(Apple)을 비롯한 주요 IT 업계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
 애플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아워 오브 프로그램을 광고함과 동시에 관련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배포
 구글 역시 ‘구글 두들(Doodle)’과 연계하여 ‘아워 오브 코드’를 적극적으로 홍보
※ 구글 두들(Google Doodle)은 특정일의 역사적 사건 또는 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구글 검색
페이지에 노출되는 구글 로고를 색다르게 장식하는 서비스를 의미

 또한 유튜브(YouTube), MSN, 빙(Bing), 야후(Yahoo) 등도 홈페이지를 통해 ‘아워
오브 코드’를 홍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설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 페이스북(Facebook)
마크 쥬커버그(Mark Zuckerberg) CEO는 직접 ‘아워 오브 코드’에 참여하여 강좌를
진행
l 미국 정계 인사들 역시 ‘아워 오브 코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
 오바마(Obama) 대통령과 에릭 캔터(Eric Cantor)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코리 부커
(Cory Booker) 상원의원, 아니 던컨(Arnie Duncan) 교육부 장관 등이 ‘아워 오브
코드’ 프로그램 홍보에 참여
l 이 외에도 가수 샤키라(Shakira), 배우 애쉬턴 커쳐(Ashton Kutcher)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홍보를 진행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아워 오브 코드’를 전폭적으로 지원
 결과적으로 ‘아워 오브 코드’는 단시간 내에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성공적인 캠페인
으로 발돋움

참고문헌
1. TechCrunch, “Code.org: 2 Weeks And 600M+ Lines Of Code Later, 20M Students
Have Learned An ‘Hour Of Code’”, 2013.12.26.
2. ToolsJournal, “‘Hour Of Code’ Is A Big Success With Over 20 Million Participants
In 170 Countries”,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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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터넷 서비스

미국, 느린 인터넷 속도 등 서비스 경쟁력 저조... 주된 원인은 높은

경쟁력 저조

이용 요금
l 최근에 발표된 인터넷 보급 및 서비스 현황 자료들에 따르면, 인터넷 발명국인
미국의 인터넷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미국 정부, 브로드밴드 보급

l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확대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 당 이용 가능한 대역폭(Internet Bandwidth)은
62.3Kbps로 전 세계 148개 국가 중 35위에 불과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인터넷 이용자 당 대역폭이 가장 넓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091.4Kbps)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홍콩(1,239.8Kbps), 몰타(638.5Kbps), 싱가포르(391.1Kbps), 아이슬랜드
(371.2Kbps)가 차례로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조사
l 미국은 인터넷 이용률과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에 있어서도 각각 20위와
17위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
 미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81.0%를 기록했으며, 인구 100명 당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는 28명으로 집계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는 인구 100명 당 74.7명으로 9위를 기록하면서 간신히
10위권 내에 랭크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 현황
순
위

인터넷 대역폭
(인터넷 이용자 당)

국가
1 룩셈부르크
2
홍콩
3
몰타
4
싱가포르
5 아이슬란드
6
스위스
7
스웨덴
8
포르투갈
9
노르웨이
10
영국
미국(35위)
한국(60위)

인터넷 이용률

Kbps
3,091.4
1,239.8
638.5
391.1
371.2
322.7
279.8
193.8
189.1
188.9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핀란드
뉴질랜드
카타르
바레인

%
96.0
95.0
94.0
93.0
93.0
92.0
91.0
89.5
88.1
88.0

62.3
26.0

미국(20위)
한국(15위)

81.0
84.1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인구 100명 당)
국가
명
스위스
41.9
네덜란드
39.4
덴마크
38.2
프랑스
37.8
한국
37.6
노르웨이
36.9
아이슬란드
34.5
벨기에
34.1
독일
34.0
영국
34.0
미국(17위)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인구 100명 당)
국가
명
싱가포르 123.3
일본
113.1
핀란드
106.5
한국
106.0
스웨덴
101.3
호주
96.2
덴마크
87.5
노르웨이
84.6
미국
74.7
홍콩
73.5

28.0

※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3)

l 인터넷 콘텐츠 전송 솔루션 사업자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Akamai Technologies)
조사에서도 2013년 2분기 기준 미국의 평균 최대 인터넷 접속 속도는 36Mbps로
전 세계 55개 국가 중 16위에 그친 상황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8.9Mbps보다는 약 2배가량 빠르지만, 홍콩(65.1Mbps), 한국
(53.3Mbps), 일본(48.8Mbps)에 비해서는 현저히 느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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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평균 최대 인터넷 접속 속도 비교

※ 출처: Akamai Technologies(2013)

l 또한 시장조사기관 오클라(Ookla)에 따르면,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 텍사스
州의 샌안토니오(San Antonio)의 경우, 평균 인터넷 속도가 16Mbps로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의 42Mbps에 비해 2.5배나 느린 것으로 조사
 즉,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리가에서는 13분이 소요
되지만 샌안토니오에서는 35분이나 소요되는 것
 더욱이 2013년 12월 중순 기준, 리가의 인터넷 이용자 대다수가 100~500Mbps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
l 이와 관련해 샌 안토니오 시의회에서 브로드밴드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레티샤 오즈나(Leticia Ozuna) 前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전체 가구의 70%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공공 도서관의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
학생들이 야간에 도서관 주차장에 모여 숙제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부언
l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이러한 미국의 인터넷 속도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빨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
 미국

도시들

가운데

버지니아州의

브리스톨(Bristol),

테네시州의

채터누가

(Chattanooga), 루이지애나州의 라파예트(Lafayette)는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에 투자한 결과 홍콩, 서울, 도쿄 등에 버금가는 빠른
인터넷 속도를 구현
l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미국 인터넷 서비스의 원활한 보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이용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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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안토니오 지역은 인터넷 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요금은 리가의 4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
 채터누가와 같이 1Gbps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를 이용
하기 위해서 매월 70달러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또한 서울에서 월 31달러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라파예트 지역에서
사용하려면 월 1,0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빠른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속도, 경제 성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l 한편, 미국 오바마 정부는 빠른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GDP 성장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 중
 미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의 인터넷 속도가 2배로 증가함에 따라
0.3%의 GDP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l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술 자문위원을 역임한 예시바 대학(Yeshiva University) 법
학과의 수잔 크로포드(Susan Crawford) 교수는 이제는 인터넷을 가스나 전기와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간주해야 한다고 언급
 따라서 미국 주정부 또는 시정부 차원에서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과 초고속 브로드
밴드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
 또한 크로포드 교수는 민간 기업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모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 등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
l 반면, 일부에서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속도 개선이 고용 창출이나 평균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회의적인 의견을 제기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해롤드 로쓰(harold Furchtgott-Roth)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보급 현황 및 순위 비교는 국가들 간의 인터넷 속도
전쟁에 불과할 뿐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

참고문헌
1. Akamai Technologies, “The State of the Internet Volume 6: 2nd Quarter,
2013 Report”, 2013.11.2
2. New York Times, “U.S. Struggles to Keep Pace in Delivering Broadband
Service”, 2013.12.29
3. Quartz, “Why the US isn’t the world leader in speedy internet access”,
2013.12.30
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2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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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격의료시장,

미국 원격 의료 시장, 2018년 2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2018년 2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l 2014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Obamacare)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2억 4,000만 달러(약 2,551억 원) 규모인 미국의 원격 의료
시장이 2018년에는 20억 달러(약 2조 1,260억 원) 규모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
 이는, 오바마케어 도입으로 인해 의료비 지불 체계 변화가 원격 의료 도입을 증가
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진료비 지불이 공공의료보험 제도 내에서 이뤄지게 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던 기존의
행위별 수가체계(Pay-for-service)와 달리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이뤄야 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보다 높아지기 때문임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을 관할하는 미국 보건부 산하기관 CMS는 의사와 의료기관,
기타 헬스케어 제공자들의 협의체인 ACOs(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를
통해 이들이 적정진료를 제공하면서 의료비를 절감할 경우, 이를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원격 의료를 도
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IHS는 원격 의료 시장이 적은 보상금과 의사들의 지원 및 구현 사례 부족 등으로 성
장에 한계가 있었지만, 규제환경의 변화로 보상금이 높아지고 원격의료를 지지하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l 한편, 2013년 12월 현재 25만 명 이하의 원격 의료 이용자가 2018년에는 320만 명
으로 증가하면서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원격 의료에 의해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울혈심부전증(Congestive Heart
Failure),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당뇨병
(Diabetes), 고혈압(Hypertension), 정신질환(Mental Health) 등이 될 것
 상기와 같은 환자들은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가
필수이기 때문임

美 원격 의료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출처 : IHS(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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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처

l 원격 의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통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 융합 기술의 활용이 확대
될 전망이며, 통신 사업자들은 원격 의료 기술을 활용해 매출 다각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분석됨
 원격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하여 환자들은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모니터링 디바이스 관련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매출을 다각화
시킬 수 있을 전망
 한편, 미국 정부는 원격 의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자 보상금 지원 등과 관련
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지속할 예정

참고문헌
1.

ObamaCare,

Doctor

Shortage

To

Spur

$2

Billion

Telehealth

Market,

Nebraskaruralhealth, 2013.12.22.
2. U.S. telehealth patient population to grow to 1.3 million by 2017 from
227,400 MedCity,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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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몬 비젠탈센터,

미국 인권단체인 시몬 비젠탈센터는 사이버불링을 신고 앱 ‘컴뱃 헤이트

사이버불링 신고 앱 출시

(Combat Hate)’를 출시
l 미국의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센터(Simon Wiesenthal Center)는 인터넷 상의
폭력적인 글이나 사진을 신고할 수 있는 ‘컴뱃 헤이트(Combat Hate)’ 앱을 출시

사이버불링 사진이나 상황을
설명한 글을 앱에 올려서 신고

(’13.12.17.)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를 표출하거나 편견을 드러내는 폭력적인 글
이나 사진을 신고할 수 있음

인터넷문화단
인터넷문화기획팀

※ 시몬 비젠탈센터(Simon Wiesenthal Center) : 1977년에 설립된 미국의 유대인 인권단체,
인종차별(racism), 증오(hate), 디지털 테러리즘(digital terrorism)과 관련된 활동을 함

 현실과 인터넷 상에서 매일 증오와 폭력을 마주하는 오늘날의 십대들을 위해 앱을
만들었다고 출시 배경을 밝힘

앱 이용자가 사이버불링을 신고하면, 센터에서 해당 사이트에 연락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함
l ‘컴뱃 헤이트’ 앱 이용자는 사이버불링이 발생한 인터넷 상의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거나, 사이버불링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올려 신고할 수 있음
 사진을 올려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발생 시간·장소를 기입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링크, 상황 설명, 발생 시간·장소를 기입하여 신고
 이용자는 신고 시, 이메일 주소와 같은 연락처 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련의 신고 프로세스는 모두 익명으로 진행됨
 한편,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튠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컴뱃 헤이트(Combat Hate)’앱 캡처 화면

※ 출처 : itunes.ap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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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컴뱃 헤이트’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시몬 비젠탈센터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한 후
해당 사이트에 연락을 취함
 센터에서는 신고된 각 사항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 삭제 요청 등을 취함
 ‘컴팻 헤이트’는 앱에 이용자의 신고가 주는 세가지 의의를 명시해뒀는데, 첫째는
신고가 인터넷에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자제하게 하여 관용(tolerance)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둘째는 사법기관에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것, 셋째
로는 사이버불링의 특징이나 패턴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임
l 시몬 비젠탈센터는 앞으로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강화하는 등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
 시몬 비젠탈센터의 라비 아브라함 쿠퍼(Rabbi Abraham Cooper)부장은 비젠탈센터
에서 그동안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2만 여개의 웹사이트와 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
 또한 향후 이베이(eBay), 트위터(Twitter)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스티븐 버프(Steven Burf) 디렉터는 인터넷 상의 미움과 증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앱을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

참고문헌

1. Theepochtimes.com, “CombatHate App Helps Teens Report Cyberbullying”,
2013.12.18.
2. Thejewishweek, “Using Cell Phones To Hinder Hate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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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연합,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안 마련에 박차

아프리카 연합,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준비 중
l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이 아프리카 권역 내 국가들의 인터넷 범죄를
예방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안을
준비 중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U는 지난 4년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밀 및 보안을 위한 아프리카 연합 컨벤션

국가 차원의 인식 변화와 지원

(African Union Convention on the Confidence and Security in Cyberspace)’

노력이 동시에 촉구

이라는 사이버 보안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진행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AU 측은 오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되는 AU 정상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규제안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
l 그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식량 공급 불안정, 각종 분쟁과 빈곤 등과 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문제는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상황
 더욱이 아프리카 지역은 인터넷 보급률도 낮고 관련 인프라도 빈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존도나 영향력이 적은 편이었던 것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가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낮은 22개국이 모두
아프리카 권역에 포함된 국가들이었던 것으로 조사
l 그러나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선급금
(advanced-fee) 사기나 피싱 등과 같은 사이버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AU가
적극적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 움직임을 전개하기 시작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사이버 보안 관련 법과 규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수월한 환경인 것으로 평가
 실제로 글로벌 보안 전문 업체 시만텍(Symantec)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터넷 사용자의 70%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입었고,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부유한
계정 보유자를 겨냥한 송금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
 케냐 스트라스모어 로스쿨(Strathmore Law School) 지식재산 및 정보기술법
센터의 로버트 엔야시카(Robert Njathika) 연구원은 특히 지난 해 이슈가 되었던
미국 정보보안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스캔들이 아프리카 지역 내
사이버 보안 향상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지적

규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원활한 규제안
적용을 위해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
l 한편, AU가 준비 중인 새로운 규제안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IT 교육 시 사이버 보안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등의 내용이 포함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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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는 동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제정 및 도입을 환영하지
않는 상황
 특히 기업들은 규제 도입으로 인해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상품의 판매, 광고 활동,
직접 마케팅 등이 제약 받을 가능성을 우려
 또한 보안 목적을 위해 국가 기관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과정에 혈통,
종교, 정치, 철학, 종교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여부, 건강기록 및 성생활 관련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될 것을 우려
l 아울러 이를 도입하는데 있어 절차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
 전문가들은 최근 아프리카의 IT 전문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보안에 정통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
 뿐만 아니라 AU 프레임워크는 각 아프리카 국가 단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
l IT 교육 전문 업체인 뉴호라이즌나이지리아(New Horizon Nigeria)의 팀 아카노
(Tim Akano) CEO는 이제 사이버 공간은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
 아카노 CEO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글로벌 국가 안보 패러다임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

참고문헌
1.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Cybersecurity For Africa: As Internet
Penetration Grows, AU Seeks To Corral Online Crime”, 2013.12.30
2. All Africa, “African Union Set to Get Tougher On Cybercrime”,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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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동향 보고서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보안 취약 상위 10개국 지목
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2013년 상반기 전 세계 사이버 보안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인텔리전스 보고서(Microsoft Security Intelligence
Report)’를 발간(’13.12.24.)

전 세계 트로이 목마 평균
감염률 10.3% 기록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각종 악성 코드를 총 7종으로 구분하여 1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률을 측정
※ ▲트로이 목마(Trojan), ▲웜(Worms), ▲익스플로잇(Exploits), ▲트로이 목마 다운로더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및 드로퍼(Trojan Downloaders & Droppers), ▲바이러스(Viruses), ▲패스워드 스틸러
및 모니터링 도구(Password Stealers & Monitoring Tools), ▲백도어(Backdoors) 등 7개
항목으로 분류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멕시코, 독일,
프랑스,
중국, 영국 등 10개 국이 주요 악성 코드 감염 국가로 지목
l 트로이 목마의 경우 터키가 30.2%의 감염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러시아(23.6%)와 브라질(15.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 세계 평균 트로이 목마
감염율은 10.3%를 기록
 자기 복제 형태로 빠른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웜 역시 터키가 21.4%로 1위, 인도가
18.0%로 2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평균 감염률은 4.7%로 조사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에 또 다른 멀웨어를 다운로드해 감염시키는 트로이
목마 다운로더 및 드로퍼 감염률의 경우 터키가 10.7%로 1위, 브라질이 8.2%로
2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평균 감염률은 2.7%로 집계
국가별 주요 악성 코드 감염률
구분
트로이
목마
웜
익스
플로잇

전 세계 미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인도 멕시코 독일 프랑스 중국

영국

10.3%

8.0%

15.1% 23.6% 30.2% 15.8% 14.6%

6.9%

8.9%

16.3%

8.0%

4.7%

0.7%

8.4%

5.7%

21.4% 18.0% 17.7%

1.2%

2.1%

5.8%

0.9%

3.9%

4.0%

3.1%

3.9%

7.7%

5.4%

3.7%

4.6%

3.6%

2.7%

4.1%

2.7%

1.8%

8.2%

3.9%

10.7%

2.1%

5.6%

0.9%

5.1%

3.6%

1.6%

2.1%

0.3%

3.3%

2.2%

8.8%

8.8%

3.5%

0.5%

0.8%

6.2%

0.5%

1.3%

0.8%

3.2%

2.5%

2.5%

2.8%

1.7%

1.2%

1.3%

1.1%

1.0%

1.2%

0.6%

1.7%

1.2%

2.8%

2.4%

2.4%

0.5%

0.9%

3.1%

0.8%

트로이
목마
다운로더
및 드로퍼
바이러스
패스워드
스틸러 및
모니터링
도구
백도어

※ 출처 : Microsoft(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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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는 바이러스 감염률에 있어서도 8.8%로 인도와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패스워드
스틸러 및 모니터링 도구 감염률은 2.5%를 기록, 브라질과 인도에 이어 러시아와
공동 3위를 차지
 시스템 비인가 접근 시도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백도어 부문의 경우 중국은 세계 평균
감염률 1.2%를 크게 상회하는 3.1%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터키가
2.8%의 감염률을 기록
l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PC를 감염, 파괴 또는 제어하는 악성
코드인 익스플로잇의 세계 평균 감염률은 3.9%였으며 국가별로는 터키가 7.7%로
1위, 인도가 5.4%로 2위를 차지
 마이크로소프트는 국가를 불문하고 2013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익스플로잇
유형으로 웹 기반(HTML/JavaScript) 위협을 지목했으며, 그 다음으로 자바(Java)
기반 익스플로잇과 운영 체제를 공격하는 익스플로잇이 발생했다고 설명
l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 위치 조사를 통해 국가별 피싱 사이트 및 멀웨어
호스팅 사이트 현황을 파악
 전 세계 평균 수치 대비 피싱 사이트의 활동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도네시아
(호스트 1,000개 당 11.6개), 우크라이나(10.9개)와 러시아(8.5개)인 것으로 확인
 피싱 사이트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만(1.2개), 일본(1.3개), 한국(1.9개)인 것으로
조사
 우크라이나(호스트 1,000개 당 말웨어 호스팅 사이트 71.2개)의 경우 멀웨어 호스팅
사이트가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43.6개), 중국(37.7개),
브라질(33.6개)도 높은 수치를 기록
 멀웨어 호스팅 사이트 분포가 낮은 지역은 핀란드(6.1개), 덴마크(7.0개), 일본(7.0개)인
것으로 확인
l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팸 메시지 등 전자 메일 기반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현
황도 함께 조사
 스팸과 피싱 사이트 및 멀웨어 등을 확산시키는 불량 메일의 2013년 상반기 차단
빈도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2010년 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구체적으로 2010년 정상적인 메일 1개 당 33개의 불량 메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프로그램에 의해 차단됐으나, 2013년 상반기 불량 메일 차단 빈도는 정상 메일
1개 당 4개를 기록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량 스팸을 발송하는 유명 봇넷인 ‘컷웨일(Cutwail)’, ‘러스톡
(Rustock)’ 등이 퇴치되면서 불량 메일 발생 빈도가 극적으로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

참고문헌
1. Microsoft, “Microsoft Security Intelligence Report”, 2013.12.
2. Threarpost, “Turkey Tops World in Per Capita Malware Encounters”,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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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쳇,

미디어 공유 앱 스냅쳇(Snapchat)의 460만 명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사용자의 개인

온라인에 유출

정보 유출

l 미국의 인기 미디어 공유 앱 스냅쳇(Snapchat)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웹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유출(’13.12.31.)

기업의 대응 방안 논란으로 인해

- 해커는 ‘SnapchatDB.info’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스냅쳇 앱 이용자 460만 명의

개인정보의 보안 강화 및 인식

전화번호 마지막 두 자리만 마스킹 처리한 전화번호, 이용자 아이디, 거주지가

개선 필요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공개함
- 이 유출 데이터에는 스냅쳇 CEO인 에반 슈피겔(Evan Spiegel)의 연락처도 포함

개인정보보호단
개인정보침해점검팀

되어 있다고 발표함
- 해커는 스냅쳇 앱의 개인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함과 동시에 스탭쳇의 보안
문제 지적과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해킹을 실행했다고 밝힘
※ 스냅쳇(Snapchat) :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2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며 10대들
에게 인기가 많은 모바일 미디어 쉐어링 메세지 앱으로 매일 1억 5만개의 사진이 공유
되고 있음. 사진을 전송하는 사람이 수신자의 사진 확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확인
후 재확인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특징

미디어 공유 사이트 이용현황

※ 출처 : BI INTELLIGENCE(2013.11)

사생활 침해 행위 제재를 위한 인터넷 기업의 적절한 대응 및 개인정보의
보안 강화 의식 필요성 제기
l 뉴질랜드 보안업체 깁슨(Gibson Security)은 스냅쳇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스냅측은 대응하지 않고 앱의 개인정보 데이터 획득방법을 발표(’13.8.)
 깁슨은 스냅쳇의 API에 보안 취악점이 발견되어 스냅쳇의 DB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13.8)
 스냅쳇 측은 보안업체의 지적에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음
 이후 스냅쳇은 파인드 프렌즈(Find Friends)를 통해 개인을 전화번호를 업로드 후
검색하면 이용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고 대략의 이용자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자체 블로그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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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깁슨 측이 두 번째로 스냅쳇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 발표 후 스냅쳇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함(’13.12.)
 2013년 12월 하순, 깁슨의 트위터 및 ZDNET에 스냅쳇 안드로이드와 iOS의 API의
분석 결과 및 파인드 프랜즈(Find friends)의 악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에
대해 다시 기사화함
 코드 수정을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 및 계정 정보 검색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공개함
 이에 스냅쳇은 자체 블로그를 이미 지적한 사항을 개선했다 발표함
 2013년 12월 31일, 해커는 보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해킹한 앱의 이용자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한 전화번호, 이용자 아이디, 거주지)를 공개하며 스냅쳇의 거짓 대응과
보안 개선을 촉구함
l 이후 스냅쳇 측은 자체 블로그에 뒤늦게 유출 사실을 인정 및 취약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14.1.3.)
 어플을 업데이트 하여 보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함
 전화번호를 통해 친구를 찾는 파인드 프렌즈(Find Friends)기능을 옵트 아웃 기능
으로 바꿔 실행하겠다고 게재함
※ 옵트 아웃 :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해 개인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서비스 악용이나 취약점 등 문제점 발견 시 연락 받을 수 있게 전용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여 반영하겠다고 함
l 보안업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생활 피해 등과 같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
 대부분의 이용자는 비슷하거나 같은 이용자 아이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에도 악용 될 수 있다고 언급함
 전화번호의 경우 마지막 두 자리만 마스킹 처리 되어있어 나머지 번호를 유추하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함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후 통신사에 새로운 번호를 받는 것을 권고함

참고문헌
1. CBCNEWS, “Snapchat plans more secure app following hack”, 2014.1.2
2. Tomsguide,“Snapchat data breach: what went wrong and what to do”,
2014.1.2.
3. CNN, ‘Millions of accounts compromised in Snapchat hack“,2014.1.2.
4. Tuaw, "Snapchat users share 150 milliion photos daily",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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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증 시장,

개요

2017년까지 54억 달러
도달할 것으로 예상

l 마켓 앤 마켓(Markets And Markets)의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
(Multi- Factor) 인증 시장의 CAGR(연평균 성장률)은 17.3%로 2017년까지 54억
5천만 달러(약 5조 7.933억 원)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

정보보호산업단 전자인증팀
주요 내용
l 다중 인증은 사용자를 두 개 이상의 인증 기술(토큰, OTP, 비밀번호/PIN, 생체

인식)로 확인하는 방법을 지칭
- 기업, 금융, 공항 등 사용자의 인증이 필수적인 곳에서 널리 사용되어 무단 접근
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
l 마켓 앤 마켓은 다중 인증 시장을 2017년까지 다중 인증 모델과 지역, 응용 프로
그램에 따라 시장의 크기를 예측
- 글로벌 다중 인증의 최대 시장은 북미와 유럽, 그 뒤를 이어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빠르게 성장 중
 다중 인증 시장은 2012년부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폰팩터(PhoneFactor)를 인수하고, 그 해 애플(Apple)도 오쎈텍(AuthenTec)을 인수하면서 북미와
유럽이 최대 시장으로 부상
l 정부, 국방, 금융, 공항 등 많은 분야에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

및 금융에서 다중 인증 기술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다중 인증 기술도 발전하는 추세
l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복잡한 비밀번호/PIN의 사용에도 사용자 계정에 대한 도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 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계적인 웹사이트인 구글(Google) 및 트위터(Twitter) 등도 다중 인증 기술 도입
 보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다중 인증
기술 도입을 선호
l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사용자 인증 기술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가이드라인

제시
 NIST는 “Electronic Authentication Guideline”에서 다중 인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모델에 따라 다중 인증 등급을 제시
-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본인 인증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총
700만 달러(약 74억 4,100만원)를 투자 계획과 연구 기금 수혜 대상 파일럿
프로젝트 5개를 선정(’13.9.17)
- 이미 NIST는 2009년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을 위한 범국가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Trusted Identities in Cyberspace, NSTIC)’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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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중 인증 시장이
급성장 중
- 최근 금융권에서 사이버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사용자 인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
- 국내 최대 보안업체인 안랩(AnLab)은 미국의 인텔(Intel)과 다중 인증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발표(’12.6.)
- 마켓 앤 마켓은 국내 다중 인증 시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다중 시장에
비해 약 4% 이상 상회하는 수준인 연평균 21.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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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네트워크 산업 전망...주문형 네트워크 ‘텔코 클라우드(Telco

‘텔코 클라우드’,
2014년 네트워크 시장
핵심 서비스로 부상

Cloud)’ 부상
l 네트워크 산업 전문매체 텔레콤아시아(TelecomAsia)가 2014년 네트워크 산업
주요 트렌드를 전망
 텔레콤아시아는 무선 인터넷, 광대역 인터넷, 기업 내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SDN 및 빅데이터 지원 기술
활용도 본격화

Network, VPN) 등 각종 통신 서비스를 가상화 자원을 통해 제공하는 주문형 네트
워크 서비스 ‘텔코 클라우드(Telco Cloud)’의 대두를 예상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사업자들이 자본 운용 비용의 감소를 목적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으로 게이트웨이, 패킷 검사 장치 등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 리소스를 임대 형태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텔레콤 아시아는 기존 서비스에 클라우드 개념을 접목하는 소위
XaaS(anything-as-a-Service)의 확산 트렌드가 통신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고 설명
l 텔코 클라우드의 부상은 네트워크 기술 관련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
 특히 상이한 네트워크 기능들을 가상화하여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각 기능을 탄력
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NFV)’ 기술의 본격 등장을 예상
 NFV의 부상은 그 간 통신 장비를 공급해왔던 하드웨어 벤더들에게 위협 요인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전망
l 텔레콤아시아는 2014년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 Defined Networking,
SDN)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기존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는 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에 단말 동작
제어 및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기능이 내장
 그러나 SDN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비는 데이터 전송 기능만을 수행하며, 장치
제어는 중앙 집중화된 별도의 소프트웨어 컨트롤 계층에서 구현
 따라서 각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설정을 일일이 수행해야 했던 전통적인 네트
워크 구조와 달리, SDN 환경 하에서는 망의 동작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화
하고 이를 하나의 계층에서 간단하게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
l SDN은 2013년의 일부 실험 프로젝트(incubation project)를 거쳐 2014년 운영
단계로 넘어가고 2~3년 내에 실제 구축 프로그램들이 추진될 전망
 이에 따라 SDN 에코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 역시 확대될 전망
 실제 SDN 커뮤니티 ‘SDN 센트럴(SDN Central)’은 이미 2013년 4월 보고서를
통해 2014년 SDN 관련 시장 규모가 34억 달러(약 3조 6,142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
 또한 2009년에는 전무했던 SDN 관련 사업자가 2013년 4월 기준 225개에 육박
하고 있으며, SDN 관련 업체의 인수 합병에 소요된 비용도 약 15억 달러(약 1조
5,9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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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 시장 규모 전망

※ 출처 : SDN Central(2013.4.24)
l 빅데이터 사용이 확산되면서 2014년에는 대규모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네트
워크 기술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광 패킷 전송과 같은 기술들이
2014년 한 해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014년 유무선 네트워크 단일화·네트워크 가치 향상·스마트 그리드
수요 증가 예상
l 이 외에도 텔레콤아시아는 3G・4G 네트워크 서비스의 다소 부담스러운 이용
가격으로 인해 2014년 모바일 트래픽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또한 모바일 트래픽의 성장률 저하가 통신 사업자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이용량 증가를
통해 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통신 사업자의 움직임이 나타날 전망
l 통신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기존 네트워크 자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에도 초점을 둘 전망
 서비스 성능 및 출시 시기의 차별화에서부터 기존 인프라의 현대화를 통한 운영
비용의 최적화까지 다양한 전략들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
l 마지막으로 텔레콤아시아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지능형 네트워크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대형 에너지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에너지 사업자들이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지역에서의 꾸준한 기술 수요가 이를 뒷받침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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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커넥티드 및 스마트
홈

시장,

2015년

유럽 커넥티드 및 홈 시장, 2015년 6억 2,000만 유로 전망

6억

2,000만 유로 전망

l 시장조사기관인 BSRIA는 2010~2012년 유럽의 커넥티드 및 스마트 홈 제품 시장이
연평균 19% 성장해 5억 1,000만 유로(약 7,278억 원)를 기록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해 6억 2,000만 유로(약 8,9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유럽에서는 커넥티드 및 스마트 홈 시장은 여전히 틈새시장이지만 2010년 이후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확산으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유럽의 스마트 홈 시장 규모가 북미의 스마트 홈 시장 규모 대비 크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스마트 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조명 제어 시스템과 환경 제어 시스템은 에너지 소비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럽의 스마트 홈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됨
 독일의 스마트 홈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성장 속도가 더디지만 유럽의 스마트
홈 시장 중에서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프랑스는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 시, 모니터링을 탑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2년간 해당 시장의 성장은 긍정적임
 한편, 해당 기관은 라이팅 컨트롤 제품은 에너지 효율 이슈와 맞물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l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Arthur D. Little은 스마트 홈 시장이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스마트 홈 어시스턴스(Smart Home Assistance), 홈 클라우드(Home
Cloud), e-헬스(e-Health) 등 4가지로 구성된다고 보고
※ 홈 오토메이션(Home-Automation) : 보안, 에너지, 유틸리티 관리, 홈 자동화, 조명, 엔터테인
먼트 등 별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5가지 주요 홈 시스템의 중앙 관리 서비스
※ 스마트 홈 어시스턴스(Smart Home Assistance) : PC, TV, 게임 콘솔, 네트워크를 비롯한 가정
내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들의 유지 보수 및 지원 서비스임
※ 홈 클라우드(Home Cloud) : 콘텐츠, 생산성, 센서 등 3가지 유형의 주요 디지털 데이터 관리
서비스
※ E-헬스(e-Health)는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유럽커넥티드 및 스마트 홈 시장 규모 추이(단위 : 천만 유로 달러)

출처 : BSRIA(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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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스마트 홈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및 디바이스 사업자들이 유틸리티, 가전, 보안
등의 사업자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전망임

 모바일 디바이스의 빠른 보급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스마트 홈 시장 성장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으며 스마트 홈 솔루션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유럽의 경우,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시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스마트 홈 시장이
성장하기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유럽의 스마트 홈 시장은 북미와 더불어 당분간은
글로벌 스마트 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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