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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웹사이트 보안 강화 위한 법안 통과
파키스탄 인권단체, 불법 감시를 이유로 영국 정보통신본부 제소
킥스타터, 누적 유치액 및 투자자 증가세
오픈 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증가 추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

美 헬스케어 업계, 연방 정부와 사이버 공격 대응 모의훈련 준비
시스코, 2014년 연간 보안 보고서 발표
Prolexic社, 2013년 4분기 Global DDoS 공격 보고서 발표
美 NSA도 도청 불가능한 '블랙폰' 등장

애플, 2013년 신제품 출시 효과 미미
2013년 3분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 시장, 아시아태평양이 주도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보안

美 의회, ‘헬스케어닷거브(Healthcare.gov)’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강화 위한 법안 통과

법안 통과
l 미국 하원이 건강 보험 가입 웹 사이트 ‘헬스케어닷거브(Healthcare.gov)’의 보안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14.1.10)

개인정보 유출 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현재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美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목표로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 정책을 추진 중
 ‘헬스케어닷거브’는 美 국민이 각종 건강보험 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원하는 상품에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바마케어
정책의 핵심 서비스
l ‘Health Exchange Security and Transparency Act, H.R. 3811’이라는 명칭의
본 법안에서는 ‘헬스케어닷거브’ 사이트에서 발생한 모든 보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련 개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본 법안을 추진해온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법의 경우 오바마케어 관련 사이트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도 피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
하며 보안 강화 필요성을 역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조 피츠(Joe Pitts) 의원은 ‘헬스케어닷거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시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을 언급
 또한 하원 정부감시 및 개혁위원회(House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Committee) 위원장 다렐 이사(Darrell Issa) 의원은 당초 2013년 10월로 예정되었던
‘헬스케어닷거브’의 업무 개시가 보안 문제로 인해 연기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거론
하며 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
l 실제 전문가들은 그 간 ‘헬스케어닷거브’에 보안상 위험이 존재함을 수차례 지적
하며 우려를 표명
 지난 2013년 11월 인터넷 보안 컨설팅 업체인 트러스티드섹(TrustedSec)의 데이비드
케네디(David Kennedy) 대표는 실질적인 보안 취약점들이 ‘헬스케어닷거브’에
존재함을 지적
 특히 몇 가지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해 ‘헬스케어닷거브’의 프로그램 코드와 구조를
쉽게 간파할 수 있으며, 사용자 ID 역시 해커들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
 이 외에도 데이비드 케네디는 발견 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보안
취약점이 상당수 존재하며 위험 수준 역시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
 같은 달 열린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House of Representatives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Committee) 청문회에서는 학계와 민간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증인들이 오바마케어 관련 사이트가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

 또한 전문가들은 보안 취약점이 해결될 때까지 ‘헬스케어닷거브’의 운영을 중단
해야 한다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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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당시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라마 스미스(Lamar Smith) 의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사이트가 개인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
 이에 대해 제이 카니(Jay Carney) 백악관 대변인은 美 국민들이 제출한 정보는 강력한
보안 기준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고 반박
l 이번 ‘헬스케어닷거브’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백악관 측은 정부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 시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와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오바마케어 정책 시행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본 법안에 내포
되어 있다고 지적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프랭크 펠론(Frank Pallone) 의원은 ‘헬스케어닷거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성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실질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공화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
 그러나 에릭 캔터(Eric Cantor)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본 법안의 목적이 정부가
실제 위험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있다고 반격

‘헬스케어닷거브’ 보안 강화 법안, 상원 통과 가능성은 희박
l 백악관 측은 본 법안이 실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악용되지 않은 사소한 보안 공
격에 대해서도 모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
고 지적
 따라서 본 법안이 실제 발효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며 불필요한 서
류 작업 및 비용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
l 한편, 본 법안은 하원에 이어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해야만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상원의 경우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본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또한 본 법안이 양원을 통과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가 극단적인 대립 양상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

참고문헌
1. GOP.gov, “Digest for H.R. 3811”, 2014.1.10.
2. Reuters, “Some cyber security experts recommend shutting Obamacare site”,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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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Washington Times, “House passes Obamacare security-notification law;
67 Democrats join GOP majority”,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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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인권단체,

파키스탄 인권단체 B4A, 영국의 불법적 통신 활동 감시 행위 제소

불법 감시를 이유로
영국 정보통신본부 제소

l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터넷 상의 권리를 옹호하는 파키스탄 인권단체 B4A(Bytes
for All)가 영국 정보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문제 제기

GCHQ)를 영국 수사권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제소(’14.1.9)
※ IPT는 지난 2000년 영국에서 제정된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RIPA)에 따라 영국 정부 산하 기관의 감시 및 도청에 대한 민원 및 제소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사법 기구

 B4A는 GCHQ의 인터넷 트래픽 감시 프로그램 ‘템포라(Tempora)'가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영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
 국가기관의 도청 및 통신활동 감시 행위는 영장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은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국한해야 한다는 ECHR의 제5조 2항
및 3항을 ‘템포라’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
 또한 B4A는 영국 정부의 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ECHR 제8조 및 10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
 이와 더불어 B4A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ECHR 제 14조 조항을 거론하며
영국 정부가 온라인 활동 감시를 통해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
l ‘템포라’는 영국 정부가 테러 등 외부 위협 요인의 사전 탐지를 위해 운영 중인
도청 및 감시 프로그램
 ‘템포라’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해저 광케이블을 직접 해킹해 인터넷 트래픽을 가로
채는 방식으로 작동
 현재 영국 외무부와 내무부, 검찰, 국방부를 비롯한 정보청 보안부(Security
Service, SS)와 비밀정보부(Secret Inteeligence Service, SIS) 등의 정보기관이
‘템포라’를 이용 중
 또한 ‘템포라’ 운영과 관련해 영국 정부를 비롯,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른바 ‘5개의 눈(Five Eyes)’로 불리는
5개국의 정보기관들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템포라’는 2012년에만 매일 6억 건의 전화통화 기록과 200개 이상의 광케이블을
해킹했으며, 광케이블을 통해 초당 10기가바이트(Gigabyte)의 데이터가 전송된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만 21페타바이트(Petabyte)에 달하는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
l B4A는 IPT가 ‘템포라’ 등 영국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감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선언해 줄 것을 요구
 또한 궁극적으로 IPT가 ‘템포라’를 비롯한 영국의 대규모 감시 행위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모두 파기하라는 법적 시정
명령과 향후의 불법 감시 행위를 차단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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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사태 이후 영국 정부의 감시 행위에 대한 고발 잇따라
l B4A는 ‘템포라’가 다른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사이트에서의 통신 활동 내역
이나 파키스탄과 인도 등 인접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활동 내역도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
 국제 정보보호 감시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의 캐롤
라인 팔로우(Caroline Palow) 법률 자문위원 역시 영국 정부가 온라인 활동 감시
과정에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통화 내역, e-메일, 인터넷 검색 관련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감시 활동 과정에서 수집되는 외국인의 개인 정보가 내국인 정보에 비해 법적
보호를 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l 팔로우 자문위원은 오늘날 개인의 온라인 활동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범세계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 통신 활동 정보의 도청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상자의 거주지 및
국적에 관계없이 행위 발생 국가의 법원에 이에 대한 제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l 실제 ‘템포라’를 비롯한 영국 정부의 온라인 감시 활동에 대해 국제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특히 2013년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NSA의 불법 감시 행위 폭로 사태
이후 GCHQ의 유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대응이 촉발되기 시작
 이미 B4A에 앞서 유럽의 인권단체이자 B4A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역시 영국 정부의 불법 도청 및 감시 활동을 IPT에 제소
 지난 2013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는 영국 정보통신
본부가 AI의 통신 활동 내역을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
 같은 시기 벤 에머슨(Ben Emmerson) UN 대테러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NSA와 GCHQ의 불법적인 온라인 감시 활동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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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타터,
누적 유치액 및 투자자
증가세

킥스타터(Kickstarter), 2013년 투자 유치액 4억 8,000만 달러 기록
l 창의적인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유치
해주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플랫폼 ‘킥스타터(Kickstarter)’가
2013년 실적을 발표(’14.1.19)

프로젝트 혁신성 강화 속
성공 프로젝트 증가율은 둔화세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킥스타터는 2013년 한 해 동안 1만 9,911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214개국으로부터
300만 명의 투자자를 유치
 킥스타터를 통해 총 4억 8,000만 달러(약 5,154억 7,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 것
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131만 5,520달러(14억 1,273만 원), 분당 평균 913
달러(98만 원)를 모금한 것으로 확인
 총 8만 1,090명이 1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복수 투자하였으며, 이 중 1.2%에 해당
하는 975명이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금을 지원
l 프로젝트 투자 유치금 규모 및 투자 참여 인원, 성공 프로젝트의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2013년 투자자 수는 2012년 1만 8,109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220만 명 대비
36% 증가
 2013년 유치한 투자액 역시 2012년 3억 2,000만 달러(약 3,436억 4,800만 원)에서
약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
l 킥스타터는 2013년 한 해 많은 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출현
했으며, 이들 프로젝트가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에도 성공했다고 자평
 또한 2012년 투자 유치에 성공해 2013년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진 사례들도 나타
났다고 강조
l 실제 1,030만 달러(110억 6,117만 원)의 기금을 조성한 스마트워치 ‘페블(Pebble)’은
2013년도에 상용 제품을 출시해 주목
 860만 달러(92억 3,554만 원)를 유치한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콘솔 ‘오우야(Ouya)’와
240만 달러(25억 7,736만 원)의 투자금을 확보한 헤드셋 형태의 가상현실 구현 단말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 역시 시제품을 공개하며 주목
 총 28만 6,000 달러(약 3억 713만 원)를 모금한 장난감 ‘골디블록스(GoldieBlox)’의
경우 아이들의 공학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
킥스타터(Kickstarter)를 통해 개발된 ‘페블(Pebble)’과 ‘골디블록스(GoldieBlox)’

※ 출처: KickSt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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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프로젝트도 다수 존재...2014년 크라우드 펀딩 시장 정체기 도래 예상
l 그러나 기금 조성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 아이디어의 참신성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은 프로젝트였으나 실제 제품 출시 이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례도
다수 존재
 ‘오우야’의 경우 기능적 취약성으로 인해 다수의 게임 콘솔 평론가들이 회의적인
전망을 제기
 실제 ‘오우야’는 차세대 게임 콘솔인 소니(Sony)의 ‘플레이스테이션 4(PlayStation 4)’,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엑스박스 원(Xbox One)’ 출시로 소비자 호응을 얻는
것에는 사실상 실패
 ‘오큘러스 리프트’의 경우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제품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
l 실패 프로젝트의 출현과 더불어 킥스타터에 참여하는 투자자 및 투자 금액의 성장률
역시 둔화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킥스타터 투자 유치금 총액의 경우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3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2013년 투자액 증가율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52%를 기록했던 2012년 목표액 조달 성공 증가율 역시
2013년 9.9%를 기록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확인
l IT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다수의 사업자들이 진입
하고 있다는 점이 킥스타터의 성장 둔화세 원인이라고 설명
 투자자들이 다수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로 분산되면서 킥스타터에 대한 주목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
l 테크크런치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2014년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거품이 걷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분석
 이에 따라 혁신성 보다는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과 수익성에 중점을 둔 신중한 투자가
크라우드 펀딩의 주를 이룰 전망

참고문헌
1. NBC News, “Kickstarter pledges topped $480 million in 2013”, 2014.1.9.
2. TechCrunch, “Kickstarter’s 2013 Saw 3M Crowdfunders Pledge $480M, 19.9K Successfully
Funded Projects”, 2014.1.9.
3. The Guardian, “Kickstarter crowdfunding pledges topped $480m in 2013”, 2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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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데이터 관련 기술

오픈데이터 검색 기술 발전으로 오픈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늘어날 전망

개발 및 활용 증가 추세
l 후지쯔 연구소(Fujitsu Laboratories)는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링크를 생성해 주는 기술을 개발, 상반기 중 상용화 예정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박대현

- 공공에 공개된 데이터인 링크드 오픈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정보 탐색자가 원하는 키워드와 연관된 웹페이지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을 연구
※ LOD란 정부 기관, 기업 등이 외부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통일성 있게 정리한 파일이며, 주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파일
형식으로 작성, 이를 통해 공개 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데이터 간 메타 분석이 원활해 짐

- 특히 이 기술은 작성 언어와 상관없이 데이터 구조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링크를
생성하므로, 전 세계의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데이터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게 됨
- 공동 연구를 진행한 아일랜드 검색분석 연구소(the Irish Research Institute
Insight Centre for Data Analytics)에 따르면, 해당 기술을 적용한 LOD
utilization platform은 2013년 미국과 중국에서 개최된 메타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에서 최고의 정확도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
- 해당 기술을 활용한 공개 검색사이트(http://lod4all.net)를 오픈할 예정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메타데이터 간 연관성을 시각화하여 보여 줄 예정

오픈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 및 전망

l 오픈데이터 관련 해외 정책 사례

- 2013년 G8 정상회의에서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이 발표된 이후,
오픈데이터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정책 수립 노력이 폭발적으로 증가
- 일본은 2012년 7월부터 정부 주도로 전자정부 오픈데이터 전략을 추진 중이며,
2013년 6월 발표한 ‘세계 최고의 IT국가 창조 선언(Declaration of Creating the
World’s Most Advanced IT Nation)‘을 기점으로 정부가 보관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
- 미국은 연방 및 주정부의 공공정보를 데이터닷거브(data.gov)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는 농업, 경제, 사회 등 총 17개 분야로 분류하여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데이터, API, 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 뉴욕시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 상황 안내, 사용자 주변 와이파이
(Wi-Fi) 접속 가능 지역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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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공데이터 사이트에 게재된 와이파이 접속 가능지역 표시도

※ 출처: nycopendata.socrata.com
l 한국의 경우 ‘정부 3.0’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단행본 서지 DB 구축, 국립수목원의 생물자원
정보 구축 등 정보 구축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이뤄지고 있음
- 서울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야 버스 노선을 확정하는 등 지방 정부에 의한
공공데이터 활용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초고속통신망 보편화, 스마트폰 활용 보편화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이 갖춰진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정형화되지

않은

공공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RDF 포맷의 적극 도입과 데이터 간 연계 기술
발전 등 추가적인 연구와 각계의 협력이 필요
※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 웹에 있는 자원에 관한 메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 RW3C의 가장 기본적 시맨틱 웹 언어로서 웹 자원을 표현하는데 기본이 되는
제목, 저자, 최종 수정일, 저작권과 같은 웹 문서에 관한 메타 데이터를 XML을 기반으로
매우 간단하게 표현

참고문헌
1. JCN Newswire, “Fujitsu Laboratories Develops Technology for Automatically
Linking with Open Data throughout the World”, 2014.1.16.
2. 디지털타임스, “공공정보 활용 급증··· ‘링크드 오픈데이터’ 뜬다”, 2014.1.19.
3. Mark S. Fox, “City Data: Big, Open and Linked”, Working Paper, Enterprise
Integration Laboratory, 20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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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

비트코인(Bitcoin) 개요

l 비트코인이란 ‘가상화폐’이자 ‘금융 서비스 플랫폼(글로벌 전자 지불 네트워크)’

정책연구실 조사분석팀
유재민

-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자에서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화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금융 운영체제로 운영, 개인 간의 거래 뿐 아니라 선물이나 옵션,
보험 상품등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
- 반면 부정적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한 투기와 범죄뿐만 아니라 해킹의 위험성,
구제할 법률이나 중앙통제 기관도 없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
-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활용처가 늘어나고
있음
-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을 볼 수 있는 코인맵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전 세계 비트코인 상점은 1,273곳(미국(442), 캐나다(97), 독일(106), 영국(66),
호주(32) 등)
- 프랑스도 현재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상점들이 등장, 현재 19곳의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

각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l 프랑스는 최근 공청회(’14.1.15)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림
- 미국, 독일, 영과 경쟁의 일종으로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프랑스 또한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
- 또한 비트코인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아직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

l 이는 지난해 11월 개최되었던 미국 상원 공청회와 유사한 입장
- 미국 또한 비트코인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지의 논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l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화 수단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 위험성을 경고

-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에서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과 구성방식이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투기적인 위험에 대해 강조(’14.1.7)
- 중국인민은행(PBOC)는 결제서비스업체들에게 비트코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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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와 프랑스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벤 버냉키(Ben Bernanke)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의장 또한 비트코인 확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

l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현금자동입출기(ATM) 등장
- 아직 정식적인 화폐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캐나나 수도 오타와와 토론토 등에서는
비트코인 ATM 등장하기 시작
- 영국 또한 올해 초안에 비트코인 ATM 설치 예정

비트코인 ATM 기기

참고문헌
1. CoinDesk, “French Senate Holds Hearings on Bitcoin”,2014.1.15.
2. CoinDesk, “Bitcoin ATM Installations Surge in Canada”, 20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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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헬스케어 업계, 연방
정부와 사이버 공격
대응 모의훈련 준비

미국 헬스케어 업계, 사이버 공격 대비를 위한 모의훈련 ‘사이버RX
(CyberRX)’ 실시
l 미국

헬스케어

업계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 함께 의료계의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모의훈련 프로그램 ‘사이버RX(CyberRX)’를 실시할 예정

사고 대응력 및 위기 관리
능력 테스트 실시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사이버RX’는 건강정보신뢰연합(Health Information Trust Alliance, HITRUST)의
주관 하에 오는 3월과 여름 중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계획
 이번 모의훈련은 현재 HHS 및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산업계의 보안 전문가 간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고대응센터
‘C3(Cyber Threat Intelligence and Incident Coordination Center)’의 사고 대응력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주요 골자
 3월에 진행되는 1차 훈련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업계의 준비 상태 및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프로세스의 점검과 보안 취약점 발견이 중점적으로 시행
 이번 훈련은 헬스케어 서비스(Health care Service Corp.), 유나이티드헬스그룹
(UnitedHealth Group)을 비롯한 주요 건강보험사가 참여
 댈러스 소아의료센터(Children's Medical Center Dallas), CVS 케어마크(CVS
Caremark) 등 다수의 의료기관들도 동참
l 미국 헬스케어 업계는 수 년 전부터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이를 악용하려는
해킹 공격에 노출된 상태
 시장조사기관 포네몬 인스티튜트(Ponemon Institute)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내 의료기관의 96%가 사이버 공격을 경험
 특히 5회 이상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의료기관 비중의 경우 2010년 전체의 29%에서
2012년 45%로 증가
미국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험횟수(2010-2012)

※ 출처: Ponemon Institute(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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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유실되는 데이터는 환자의 의료기록과 보험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종류가 대다수를 차지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요금 결제 내역 등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데이터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의료기관에서 유실 또는 도난된 데이터 종류(2011-2012)

※ 출처: Ponemon Institute(2012.12.6)

미국 정부, 국가 기간 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대응 본격화
l 한편, 헬스케어 외에도 미국 정부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추진 중
 현재 미국 정부는 헬스케어를 포함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경우 자국 전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주요 국가기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
 이와 관련해 2013년 11월 캘리포니아 주는 美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지원 하에 전력 엔지니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 기간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일 간 사이버 공격 대응 가상훈련을 시행
 같은 달 美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DoT)와 FBI, 은행 및 증권사를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 50여 개 사업자 역시 2011년 이후 2년 만에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 ‘퀀텀 던 2(Quantum Dawn 2)’를 실시

참고문헌
1. Business Wire, “Healthcare Organizations Plan “CyberRX”: First Industry-Wide
Cyber Attack Exercise”, 2014.1.13.
2. Nextgov, “Health Care Sector to Test Reflexes for Cyber Attack”, 2014.1.13.
3. Ponemon Institute, “Third Annual Benchmark Study on Patient Privacy &
Data Security”,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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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2014년 연간 보안
보고서 발표

개요
l 시스코(Cisco)는 최근 발간한 시스코 2014 연간 보안 보고서(Cisco 2014 Annual
Security Report)를 통해 최근 공격 방법들에 대해 발표(’14.1.16)

정보보호산업단
정보보호기술개발팀

주요 내용
l 2013년 모든 웹 기반 공격의 91%를 자바 취약점이 차지
 많은 결함들이 자바 웹 플러그인에서 발견되었고,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브라우저에 자바를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
웹 기반 공격에서 자바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 출처 : Cisco 2014 Annual Security Report (2014.1)

l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장치에서 웹 기반 공격은 71%를 차지하였고, 모바일
악성 코드의 99%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Andr/Qdplugin-A 악성코드가 알려진 모든 공격의 43.8%를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변종으로 보고됨

 시스코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취약점이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인기와 보안
정책의 부재라고 설명
모바일 장치에서 안드로이드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및 모바일 악성 코드 Top 10

※ 출처 : Cisco 2014 Annual Security Report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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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3년 악성코드의 64%는 트로이목마가 차지
 다목적 트로이목마가 27%로 웹을 통해 감염되는 악성코드의 대부분은 차지하였
으며, 뒤를 이어 취약점과 아이프레임과 같은 악성 스크립트가 23%, 패스워드 스틸러나
백도어 같은 데이터 유출 트로이목마는 전체 웹 악성코드 가운데 22%를 차지
웹을 통해 감염되는 악성 코드

※ 출처 : Cisco 2014 Annual Security Report (2014.1)
l 2014년 보안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신뢰 확보 및 가시성 향상

 보안 담당자들은 공격발생 전후와 공격 도중에 공격자가 누구인지, 공격자의 의도와
공격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해 가능한 모든 공격에 대비하여야 함
 공격 전에는 중요 자산(장치, 운영체제,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등)을 파악하고,
중요 자산에 대한 접근 제어 및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공격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차단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함
 공격 후에는 손상 범위를 파악하고 가능한 빨리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문헌
1. Cisco, “Cisco 2014 Annual Security Report”, 2014.1.16.
2. Theregister, “Java, Android were THE wide-open barn doors of security in
2013 - report”,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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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xic社,

개요

2013년 4분기 Global
DDoS 공격 보고서 발표

l DDoS 공격 방어 전문 업체 Prolexic社는 2013년 4분기 Global DDoS 공격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발표(’14.1.15)
※ Prolexic : 지난해 아카마이社에 인수되었으며, DDoS 공격으로부터 데이터 센터와 엔터프라이즈 IP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클라우드 기반 미국 보안 솔루션 공급업체로 관련 보고서는 고객 DDoS
대응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침해사고대응단
종합상황대응팀

주요 내용

l 2013년 4분기에는 최대 179Gbps의 기록할 만한 DDoS 공격 트래픽이 발생하였으며,
100Gbps가 넘는 공격도 수차례 발생

l 또한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DDoS 공격이 발견되었는데, 2014년에는 ‘Low Orbit Ion
Canon’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모바일 DDoS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사 대응팀인 ‘PLXsert’는 금융 고객에 대한 DDoS 방어 중 특정 시그니쳐를 발견
하여 분석한 결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AnDOSid’ 툴을 이용한 HTTP POST Flood
공격을 확인
- 이러한 모바일 장비를 이용한 DDoS 공격은 프록시를 사용하여 공격자 IP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 결국 더욱 더 많은 DDoS 대응 전문가(장비에 실시간 방어패턴을
적용)가 필요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가능한 AnDosid 앱

LOIC 안드로이드 버전

l DDoS 공격유형별 분포는 기반 계층(TCP/IP 계층)을 이용한 공격이 76.8%, 응용계층
23.2%로 여전히 기반 계층을 이용한 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함
- 기반 계층 DDoS 공격은 대부분 UDP 프로토콜 기반의 공격(30.3%)으로 확인되었으며,
DNS Reflection 공격도 지속적으로 확인됨
- 응용 계층 DDoS 공격은 대부분 HTTP GET 플러딩 유형이었으며, NTP(컴퓨터의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도 매우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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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공격 유형별 분포

l DDoS 공격 추이(2013 3분기, 2012년 4분기 비교)
- 전 분기(2013년 3분기) 대비, 전체 DDoS 공격은 26.1%가 증가하였으며, 기반계층은
29.9%, 응용계층은 17.4%로 각각 증가 추세를 보임
- 지난해 같은 분기(2012년 4분기) 대비, 전체 DDoS 공격은 1.6%가 증가하였으며,
기반계층은 1.9%, 응용계층은 0.6%로 각각 증가추세를 보임

l 국가별 DDoS 공격 근원지 순위(TOP 10)
- 1위 미국(23.6%, 3분기 대비 14.6%↑), 2위 중국(19.1%, 3분기 대비 43.2%↓), 3위
태국(13.6%, 신규진입), 4위 영국(8.5%, 신규진입), 5위 한국(7.3%, 3분기 대비 0.2%
↑) 등으로 확인

전 세계 DDoS 공격 근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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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좀비와 명령제어서버들이 탐지되었고, 이는 결국 DDoS
공격 근원지 TOP 10중 6개국이 아시아국가로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됨
※ 특히 중국은 아시아 지역 중 최대 규모의 인터넷 인프라 및 사용 인구를 보이고 있으나 보안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

분기별 아시아 지역 공격 점유율

l DDoS 공격 지속시간은 3분기 21.3시간, 4분기 22.9시간으로 전 분기 대비 7.25% 증가
※ 2012년 4분기 대비, DDoS 공격 지속시간(32.2시간)은 29.0% 감소

l DDoS 공격 발생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대부분 새벽(05시~09시)에 발생했으며, 3분기
(09시)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2013년 Q3, Q4 DDoS 공격 시간 분포도, GMT 0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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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l 최근 국내의 경우 스미싱 악성앱의 대부분이 단순 금융탈취를 목적으로 하지만, 점차
DDoS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모바일 OS 업체(구글,
애플 등), 이동통신사 등이 협력하여 사용자 악성코드 감염 예방에 노력해야 함
l MS사의 윈도우 XP에 대한 서비스가 4월 8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제로데이
공격이 증가할 것이고 결국 더욱 많은 봇 감염 시스템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아직까지 국내 XP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 등이 필요

참고문헌

1. Prolexic社, Q4 2013 Global DDoS Attack Report, 2014.1.15.
2. CSO Magazine, “Mobile attacks add to DDoS arsenal as attack record set: Pro
lexic”,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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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A도 도청
불가능한 ‘블랙폰’ 등장

개요

l 미국 IT 전문지인 씨넷(www.cnet.com)은 통화·문자 등이 모두 암호화되어 해킹이
불가능한 ‘블랙폰(BlackPhone)’의 출시가 임박했음을 보도(’14.1.15)

인프라보호단 보안평가팀

- 미국 암호화 서비스 개발업체인 ‘사일런트 서클(Silent Circle)’과 스페인 스마트폰
제조업체 ‘긱스폰(Geeksphone)’이 공동 개발한 ‘블랙폰’이 다음 달 출시 예정

주요 내용

l 씨넷에 따르면 보안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도청방지 스마트폰인 ‘블랙폰’이 2월 24일
열리는 GSMA Mobile World Congress(MWC)에서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설명
- 현재 블랙폰 가격은 미정이며 MWC 현장에서 선주문 형태로 먼저 보급될 예정
l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폰’을 목표로 만들어진 블랙폰은 제3자에게 휴대폰 기기 정보나
위치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고 모든 전화, 메시지, 파일 저장 기록을 암호화함
- ‘프라이빗 운영체제’라고 불리는 별도의 운영체제로 구동되며 VPN 기술 사용
※ 프라이빗 운영체제 : ‘긱스폰’이 자체 변형한 OS로, 기존 안드로이드에 독립된 OS를 얹는 방식

- GSM 통신 기술을 사용한 언락(unlock)폰 형태로 출시되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영향을 받지 않음
※ GSM :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모뎀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화 단말기, 팩시밀리, 랩톱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동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럽식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

블랙폰 이미지

※ 출처: C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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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메일 암호화 시스템 PGP(pretty good privacy) 개발자인 ‘필 짐머만’, 사일런트 폰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존 칼라스’,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얀케’ 등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블랙폰 개발에 참여
- 사일런트 서클 설립자 필 짐머만은 ‘최고의 보안 스마트폰 개발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 부었다’며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블랙폰은 도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l 스마트폰의 자체 보안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개개인의 보안인식 제고가 중요하며,
모바일 운영체제 및 백신을 항상 최신 업데이트 상태로 유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 받는 등 사용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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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loter.net, 개인정보 보호해주는 ‘블랙폰’ 출시 임박, 2014.1.16.

목 차

24

2014년 1월 4주

애플, 2013년

iOS, 아이폰(iPhone) 신모델 출시 효과 일시적...전년 대비 스마트폰 OS

신제품 출시 효과 미미

시장 점유율 하락
l 시장조사업체 칸타 월드패널 컴테크(Kantar Worldpanel ComTech)의 조사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지속적
점유율 상승 속 윈도폰 약진

따르면 애플(Apple)의 2013년 신제품인 아이폰 5(iPhone 5) 시리즈의 출시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 것으로 확인(’14.1.6)
 애플의 iOS는 신제품 출시일인 2013년 9월부터 11월 까지 일시적으로 점유율 상승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효과를 거뒀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
 구체적으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미국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에서 안드
로이드(Android)는 50.3%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8.0%p 상승한 반면 iOS는
43.1%로 9.9%p 하락
 서유럽 5대 국가(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에서도 iOS의 점유율은
18.1%로 전년 동기 대비 6.5%p 하락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9.1%p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중국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iOS는 전년 동기 대비 1.5%p 하락한 17%를 기록한
반면 안드로이드는 4.9%p 점유율이 상승하며 78.6%를 기록
 한편, 2013년 9월 당시 아이폰 5 시리즈는 출시 첫 주에 900만 대 판매고를 기록
하며 호조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
주요 국가별 스마트폰 OS 시장 점유율(2012.3Q-2013.3Q)

독일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iOS
윈도폰
기타
영국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iOS
윈도폰
기타
서유럽
5대국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iOS

2012.
3Q

2013.
3Q

증감

미국

69.5%

74.7%

5.2%p

2.1%

0.8%

-1.3%p

블랙베리

21.1%

17.3%

-3.8%p

iOS

1.9%

5.7%

3.8%p

1.5%

-3.9%p

5.4%
2012.
3Q

2013.
3Q

증감

안드로이드

윈도폰
기타
중국

51.5%

55.7%

4.2%p

6.5%

2.4%

-4.1%p

블랙베리

36.1%

30.6%

-5.5%p

iOS

5.1%

10.8%

5.7%p

0.5%

-0.3%p

0.8%
2012.
3Q

2013.
3Q

안드로이드

2012.
3Q

2013.
3Q

증감

42.3%

50.3%

8.0%p

1.3%

0.6%

-0.7%p

53.0%

43.1%

-9.9%p

2.6%

4.7%

2.1%p

1.3%

0.6%p

0.7%
2012.
3Q

2013.
3Q

증감

73.7%

78.6%

4.9%p

0.0%

0.0%

-

18.5%

17.0%

-1.5%p

윈도폰

2.7%

2.7%

-

기타

5.1%

1.6%

-3.5%p

증감

42.3%

50.3%

8.0%p

1.3%

0.6%

-0.7%p

53.0%

43.1%

-9.9%p

윈도폰

2.6%

4.7%

2.1%p

기타

0.7%

1.3%

0.6%p

※ 출처: Kantar Worldpanel ComTech(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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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폰(Windows Phone), 서유럽서 약진하며 제 3의 스마트폰 OS로
입지 확보
l 안드로이드와 iOS라는 양대산맥을 제외한 제 3세력 진영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의 윈도폰(WIndows Phone)은 특히 서유럽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점유율이 상승
 2013년 9월 부터 11월 간 윈도폰의 서유럽 5대 국가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3%p 증가한 10%를 기록
 미국 시장에서도 윈도폰은 전년 동기 대비 2.1%p 증가한 4.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
l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안드로이드와 iOS의 양강구도가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칸타 월드패널 컴테크의 도미닉 슈네보(Dominic Sunnebo) 디렉터는 현 시점에서
윈도폰이 단기간 내에 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
 또한 윈도폰이 향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축인
중국과 미국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
 이와 관련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시장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노키아
(Nokia)의 모바일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긍정적으로 평가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미국 스마트폰
시장보다 중국 시장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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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분기 글로벌

개요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 시장,
아시아태평양이 주도

l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2013년 3분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 출하량이 2분기
대비 8.5% 증가한 138만 대를 기록했고, 2013년 1년간 출하량은 531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 :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각종 기기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IDC는 2014년에는 엔터프라이즈 출하량이 2013년 대비 10.5% 증가한 586만 대를
기록하고, 2017년에는 801만 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편, 2013년 3분기에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지역의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
출하량 점유율이 28.5%로 미국(27%)을 추월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중국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
 IDC는 2013년 3분기 중국의 엔테프라이즈 디바이스 출하량이 2013년 2분기 대비
32% 증가하여 아시아·태평양의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 출하량이 급등했다고 분석
l 한편, 2013년 3분기 사업자별 엔터프라이즈 출하량은 HP가 38만 6,188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DellWyse(31만 3,689대), Ncomputing(21만 9,760대),
Centerm(7만 9,279대), Igel(5만 3,806대) 등이 잇고 있음
 Ncomputing의 2013년 3분기 엔터프라이즈 출하량(21만 9,760대)은 2012년 3분기
대비 28.5% 증가하며 성장률 1위를 기록
 또한, Igel의 2013년 3분기 엔터프라이즈 출하량(5만 3,806대)은 2012년 3분기
대비 20.8% 증가하며 성장률 2위를 기록
 한편, 2013년 3분기 기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의 시장 점유율은 HP가 28%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DellWyse(22.7%), Ncomputing(15.9%), Centerm
(5.7%), Igel(3.9%) 등이 잇고 있음

사업자별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출하량

(단위 : 천 대)

출처 : IDC(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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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시장 점유율

(2013.3분기)

출처 : IDC(2013.9)

전망
l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디바이스 시장은 중국의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시장이 해당 시장을 주도할 전망
 또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각 사업자들은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를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참고문헌
1. Asia/Pacific (excluding Japan) Overtakes United States as the Largest
Market for Enterprise Client Devices in the Third Quarter, According to
IDC , IDC, 2013.12.20

목 차

29

2014년 1월 4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