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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최종본
(버전 1.0) 발표

NIST, 주요 기반시설 보호 위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발표
l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사이버보안 관리 지침을 활용, 수정, 보완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최종본
(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Version 1.0)’

美 정부, 최소한의 사이버

발표(’14.2.14)

보안 기준 제시

 이번에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2013년 2월 오바마(Obama)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Improving Critical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Executive Order 13636)’에 따라 마련
 국가 주요 기반 시설 운영 주체가 사이버 위협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적절한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버전 1.0’의 주요 목표
l NIST가 발표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코어(Framework Core)’
▲‘프레임워크 구현(Framework Implemetation Tiers)’, ▲‘프레임워크 프로파일
(Framework Profile)’로 구성
l ‘프레임워크 코어’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응 프로세스를 ▲인지
(Identify), ▲보호(Protect), ▲탐지(Detect), ▲대응(Respond), ▲복구(recover)로
구분하고 각 활동을 정의
 ‘인지’는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시스템, 자산, 데이터, 역량 등에
관한 이해를 의미하며,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등의 활동이 포함
 ‘보호’는 주요 기반 시설의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수단을 개발
하는 것으로 접근제어(Access Control), 교육 및 훈련(Awareness and Training),
데이터보안(Data Security) 활동 등이 그 예
 ‘탐지’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을 뜻하며, 지속적인
보안 모니터링(Security Continuous Monitoring) 등을 통해 실현
 ‘대응’은 탐지된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의미
하며, 보안 위협의 분석(Analysis) 및 완화(Mitigation) 등이 포함
 ‘복구’는 사이버보안 사고로 손상된 기능과 주요 기반 시설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복구계획(Recovery Planning) 수립 등이 그 예
l ‘프레임워크 구현’은 조직이 처한 위기관리 상황, 위협 환경, 법률 및 규제 요건,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단계별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방식을 제시
 부분적 적용(Tier 1: Partial) 단계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즉시·사후 대응 및
비정기적인 위험 관리를 실시
 위험 정보 활용 단계(Tier 2: Risk-Informed)에서는 조직 내 일부 영역에 대해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
 위험 정보 활용 및 반복 단계(Tier 3: Risk-Informed and Repeatable)에서는 조직의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범조직적으로 시행
 마지막으로 적응 단계(Tier 4: Adaptive)는 사이버보안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및
예측 지표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모색

4

2014년 2월 4주

l ‘프레임워크 프로파일’은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활동의 현재 상태
(profile)와 목표 상태 간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과제 도출
방안을 제시
 조직의 요구 사항, 위험 허용 한계치, 재원 등을 고려하여 ‘프레임워크 코어’가 제시
한 프로세스 별 달성 목표 수준 및 현재 상태를 작성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조직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이 반영된 로드맵을 수립
 ‘프레임워크 프로파일’에서는 프로파일 설정 메커니즘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
파일 설정에 필요한 특정 양식 등은 각 조직이나 부문 별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설정
하도록 요구
l NIST는 앞선 세 가지 구성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How to Use the Framework)’도 제언
 ▲1단계: 프레임워크 적용 우선순위 및 범위 설정 ▲2단계: 프레임워크 적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자산, 규정 등을 파악 ▲3단계: 현재 상태에 관한 프로파일 작성 ▲
4단계: 위험 요인 평가 ▲5단계: 목표 프로파일 작성 ▲6단계: 격차 도출과 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 6단계: 액션 플랜 시행을 거치는 프레임워크 적용을 요구
l 한편, 이번에 발표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버전 1.0’은 지난 2013년 10월 공개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예비버전(Preliminary)과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일부 내용이
삭제 및 수정되어 배포
 예비 버전과 달리 2월 공개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버전 1.0’에서는 '부록 B. 개인
정보 및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방법론(Appendix B: the
“Methodology to Protect Privacy and Civil Liberties for a Cybersecurity
Program)’을 제외
 이는 해당 부록에서 제시된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요구 사항이 공공 부문의 표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어 민간 영역에서는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며, 보호 대상 범위 또한 너무
광범위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초래한다는 업계의 문제제기에서 비롯
 이에 NIST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을 제언함에 있어 서두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
l 이 외에도 최종 발표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는 ‘프레임워크 코어’의 각 사이버
보안 대응 프로세스별 관련 활동이 일부 추가
 ‘프레임워크 코어’의 ‘보호’ 관련 활동에는 보안 취약점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이행이,
‘대응’ 관련 활동에는 새롭게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완화하고
문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
 또한 ‘복구’ 관련 활동으로 조직 내부 이해관계자 및 경영진과 관리팀에 복구 관련
활동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요구
l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역시 보다 세분화됐으며, 상위 단계의 ‘프레임워크
구현’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도 추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경우 ‘2단계: 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한 요구
사항 파악’에 ‘위험 분석 및 관리의 수행’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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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워크 구현’과 관련해서는 부분적 적용(Tier 1) 대비 상위 단계의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첨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美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확산 모색
l NIST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버전 1.0’ 발표와 동시에 향후 사이버보안 프레임
워크 발전 계획이 포함된 로드맵을 공개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美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핵심 인프라 사이버 커뮤니티(C3) 자원 프로그램(Critical Infrastructure
Cyber Community (C3) Voluntary Program)’을 통해 인프라 관리자 및 운영자
들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버전 1.0’ 채택을 지원할 예정
 또한, NIST는 현장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적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6개월
이내에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며, 민간 영역에서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적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행할 것을 약속
 그 외 ▲새로운 사용자 인증 메커니즘 연구, ▲사이버보안 위험 정보의 공유 방안
모색,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련 적합성 평가 기준 수립, ▲사이버
보안 인력의 양성,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도입 방안 제안, ▲연방
기관 간 사이버보안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국제적 정세의 고려, ▲인프라 관련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 제시, ▲프라이버시 보호 표준 정의 등 사이버보안 프레임
워크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연구 및 개발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버전 2.0’이 발표될 계획
l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민간 영역의 경우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도입이 결정되므로
규제로서 작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내포
 그러나 다양한 인센티브와 기타 시장 차원의 수용을 종용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전망
 실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권고에 부합하도록 연방 정부가 업계에 대한 규제
조정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美 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확산 전략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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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PA, 소프트웨어

美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 위한 정보공유

개발 촉진 목적의

프로젝트 ‘오픈 카탈로그(Open Catalog)’ 개시

데이터 공개 실시

l 美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이
자체 기술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웹사이트
‘오픈 카탈로그(Open Catalog)’를 공개(‘14.2.5)

정보공유 웹사이트 오픈
카탈로그(Open Catalog) 신설

 ‘오픈 카탈로그’는 DARPA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관련 정보
의 공개를 목표로 개설
l DARPA는 ‘오픈 카탈로그’를 통해 가상화(virtualization), 분석(analysis), 인프라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infrastructure)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

ㄲ

 각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 있는 웹 링크를 함께 제공
 사용자는 DARPA가 제공하는 웹 링크에 접속해 프로젝트 성과물인 관련 소프트
웨어는 물론 간행물, 산출 데이터, 실험 자료, 개발 도구 등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
‘오픈 카탈로그’ 메인 페이지(위) 및 ‘오픈 카탈로그’를 통해 접속한 소프트웨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아래)

※ 출처: DARPA(2014.2.17)
l DARPA는 美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와 산하 연구기관의 성과들
중 공공에 개방되어도 무방한 것들이 많다는 연구단체의 주장에 부응하기 위해
‘오픈 카탈로그’ 개설을 결정했다고 설명

 또한 국가안보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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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프트웨어 공개를 통해 DARPA는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보다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프트웨어 정식 출시 전에 취약점을 발견
하는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l DARPA는 향후 업계의 참여도에 따라 ‘오픈 카탈로그’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

 DARPA의 크리스 화이트(Christ White) 프로그램 매니저는 ‘오픈 카탈로그’를 통해
민간의 전문가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부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DARPA, 데이터 공개 필두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강화
l 한편, DARPA는 ‘오픈 카탈로그’ 공개를 알리며 정부의 IT 연구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언급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민간의 소프트
웨어 개발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비용 절감까지
꾀하겠다는 것
l 실제 DARPA는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컴퓨팅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젝트 ‘XDATA’를 추진함에 있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
 2013년 2월 DARPA는 ‘XDATA’ 관련 예산 중 300만 달러를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빅데이터 사업자 컨티늄 애널리틱스(Continuum Analytics)에
투입
 컨티늄 애널리틱스는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으로 빅 데이터
관련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 기능을 구현할 예정
 이와 관련해 컨티늄 애널리틱스의 피터 왕(PeterWang) CEO는 ‘파이썬’이 非 프로
그래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개발언어이기 때문에 활용에 있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l 이 외에도 DARPA는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등 20개 이상의 기관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오픈 소스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으로 요구

 이와 관련해 IT 매체 컴퓨터월드(Computerworld)는 DARPA가 고액의 군용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는 대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업데이트 비용도 적은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

참고문헌
1. Computerworld, "Python gets a big data boost from DARPA", 2013.2.5
2. Information Week, “DARPA Opens Software, Data To Public”, 2014.2.5
3. Opensource.com, “DARPA government research agency publishes catalog of open
source projects”, 20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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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식 교육 과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커리큘럼 채택

英정부, 컴퓨터 프로그래밍 의무 교육화 필두로 IT 인재양성 정책 본격화
l 영국 정부가 2014년 9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5세에서 16세의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발표('14.2.4)

코딩 교육 담당 교사 양성 과정
본격 돌입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국공학학회(Royal Society of
Engineering)와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글로벌 IT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성될 예정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정규 교육 편입에 앞서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영국
재무 장관과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교육 장관은 자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훈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
 해당 교육 훈련 사업에는 총 50만 파운드가 투자되며, 향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는 프로그래밍 교육 과정에 투입 가능한 교사 양성이 주요 목적
l IT 매체 테크크런치(Tech Crunch)는 최근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교육
정책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
 일례로 영국 정부는 이미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 지도 교사 400명을 양성하기 위해
영국컴퓨터학회(British Computer Society)에 200만 파운드를 지원
 또한 110만 파운드를 투입해 이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온 초등학교 교사
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컴퓨팅 앳 스쿨(Computing at School, CAS)’
프로젝트를 추진
l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직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매력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
 영국 정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
 또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IT 기업의 후원을 바탕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2만 5,000파운드의 장학금을 지급
l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
그램 ‘아워 오브 코드(Hour of Code)’를 모델로 하는 ‘이어 오브 코드(Year of
Code)’ 진행을 추진 中
※ ‘아워 오브 코드(Hour of Code)’는 비영리단체 코드닷오알지(Code.org)가 진행 중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캠페인으로 전 세계 170개국 2,000만 명의 참여 中

 ‘이어 오브 코드’는 영국 내 모든 학교에서 최소 주당 1시간 이상의 컴퓨터 프로
그래밍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요 목표

 기존 ICT 관련 교육이 컴퓨터 작동법과 MS 오피스(MS Office) 등 기본적인 소프트
웨어 활용법 전달에 치중해왔다면, ‘이어 오브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코딩 기술 교육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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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오브 코드’ 캠페인은 방송사 BBC, 교육 기관 코드아카데미(CodeAcademy) 등
유관 기관들의 지원 하에 2014년 한 해 동안 전개될 예정
l 이 외에도 다수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영국 정부 차원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구글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방과 후 프로그래밍 교육 프로그램인 ‘코드클럽
(Code Club)’과 프로그래밍 관련 교사 양성 프로젝트 ‘티치퍼스트(Teach First)’
등에 100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현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순회 교육
사업인 ‘스위티드 온 컴퓨팅(Switched On Computing)’을 제공
l 한편, ‘이어 오브 코드’의 후원사 중 하나인 인덱스 벤처스(Index Ventures)의 사울
클라인(Saul Klein)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 교육 편입을 비롯한 일련의 정책
들이 영국의 교육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
 사울 클라인은 과거 영국의 학교 교육은 읽기, 쓰기, 수리의 3R(Reading, wRiting,
aRithmetic)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
 그러나 영국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기초 교육 구성 요소에 코딩의 C(Coding)가
추가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세대들은 과거와는 다른 인재상을 띌 것이라고 강조

영국 정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강화, 관련 인력 수요 증대와 맞물려
효과 발휘할 전망
l 여론조사기관 유거브(YouGov)가 영국 학부모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다수가 이미 컴퓨터 관련 교육을 필수 교과목 중 하나로 인식(‘14.2.6)
 5~16세 사이의 자녀를 둔 응답자의 94%가 일반적인 IT 기술이 취업 준비에 필수라고
답변한 가운데, 60%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취업에 필요한 중요 능력으로 간주
l 반면 자신의 자녀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기술에 익숙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9%에 불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학부모 역시 전체의 10%에
그친 것으로 확인
l 향후 기회가 된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50%를 기록
 학부모 대부분이 자녀가 학교 교육을 통해 컴퓨터 관련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기를 희망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영국 정부의 프로그래밍 교육 정책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

참고문헌
1. Tech Crunch, “UK Government Backs Year Of Code Campaign, Boosts Funds To Teach
Code In Schools”, 2014.2.4
2. ToolsJournal, “‘Hour Of Code’ Is A Big Success With Over 20 Million Participants
In 170 Countries”, 2013.12.27

3. Education Technology, “IT skills as vital as the 'three Rs'”,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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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브로커(Cloud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Cloud Service Broker), 공공부문 클라우드

Broker), 공공부문

도입 확산으로 필요성 증대

클라우드 도입 매개로 주목
예산 절감부터 효율적 자원
활용까지 실현 가능

l 최근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경제적인 정부 IT 자원의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8년까지 미국 정부는 기존 IT 예산을 최대 15% 감축
하는 대신, 클라우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
 2014년 예산안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Service)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구축 예산에만 2012년 대비 2억 달러 증가한 17억 달러를 배정
※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Private Cloud Service)란 개별 기관이 내부 업무 시스템을
위해 독립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부의 업무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제한된
자원을 토대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l 그러나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현재 몇몇 장애 요소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공공조직은 자신들의 특수한 요구사항과 엄격한 서비스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법‧규제 지원, 보안 및 호환성 문제 등의 해결까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또한 점차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서비스 형태와 이에 대한 낮은 이해도 역시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장벽으로 작용
l 실제 미국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대다수 정부 부처가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효과적인 도입 전략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바마(Obama) 정부는 2010년 12월, 정부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도입 전략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를 발표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12년 6월까지 미국 내 각 정부 부처가 3개의 이상의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그러나 GAO의 조사 대상 7개 부처 중 ‘클라우드 퍼스트’를 달성한 부처는 5개에
그친 것으로 확인
※ GAO는 농무부(USDA), 보건복지부(HHS), 국토안보부(DHS), 국무부(DoS), 재무부(USDT),
중소기업청(SBA), 총무청(GSA)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또한 7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20개의 클라우드 도입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이전 등 필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Cloud Service Broker)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예산 절감부터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까지
실현
l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란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활용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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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의 도입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정부 예산 절감과 IT 정책
관리 방식의 개선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l 일례로 정부 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여러 사업자와 일일이 접촉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라는 단일 채널을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
하는 것이 가능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은 사업자 간 경쟁 유도를 통한 구매 예산 절감을 실현하는
동시에 비용, 보안, SLA(Service Level Agreements) 등 특정 요구조건에 근거한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
※ SLA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약관을 의미

l 또한 정부 기관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 조직 내 자원에 대한 포괄적 정보
파악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환경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자원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
 또한 복잡한 클라우드 도입 프로세스 업무를 아웃소싱 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유휴 인력을 여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
l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의
역할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전망
 이미 美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체계국(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DISA)을 설치‧운영 중
 DISA는 2013년 4월 4,500만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계약 체결을 추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l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의 활용은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빠르게
활성화 될 전망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스(MarketandMarket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
시장이 2018년 105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13.10.12)

참고문헌
1. FCW, “Cloud brokers: Stretching the benefits beyond IT”, 2014.2.13
2. GAO, “Progress Made but Future Cloud Computing Efforts Should be Better
Planned”, 2012.7.11
3. IDC, “Inaugural IDC Government Insights Report Examines Federal Government
Spending on Cloud Based Solutions”, 2013.7.15
4. InformationWeek, “DOD Moves Forward With Cloud Broker Plans”, 2013.4.17
5. PRWeb, “Cloud Services Brokerage (CSB) Market (Cloud Broker, Cloud Enablement,
Cloud Brokerage, Cloud Management) Worth $10.5 Billion by 2018 - New
Report by MarketsandMarkets”,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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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정거래사무소,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앱 게임 관련 규제 강화

英 공정거래사무소,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앱 게임에 대한 규제 발효
l 영국 공정거래사무소(The United Kingdom Office of Fair Trading, OFT)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업체의 앱 내 결제 및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
('14.1.30)

아동 소비자의 무분별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마련에 중점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OFT는 2013년 4월부터 38개의 어린이용 웹 게임과 모바일 앱 게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9월 게임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작성
 해당 규제안은 소비자 보호법을 비롯한 기존 영국 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EU)의 관련 규제안과도 상통
 2014년 1월 30일 최종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해당 규제안은 4월 1일 부로 정식 발효될
예정
l OFT의 새로운 규제안은 게임 업계 전반이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아동을 포함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OFT의 조사 결과, 소비자들에게 게임 관련 결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시키는 온라인 및 모바일 앱 게임이
다수 발견
 또한, 아동 소비자의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게임 이용 시 나타나는 일반
메시지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결제 관련 메시지를 노출하는 사례도 발견
 노골적인 메시지로 게임 내 상품 구입을 강제로 종용하거나 보호자에게 결제 허락을
받아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
l 이에 OFT는 게임 플레이 시 소요되는 비용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
 게임 가입, 다운로드 및 구매, 앱 내 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게임 플레이를
지속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명시
 또한 해당 비용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사전에 합리적인 절차로 계산될 수 없다면,
사전에 비용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와 향후 비용이 계산되어 청구될 방식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고지
 게임 도중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결제 진행 이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총 결제 비용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강조
l OFT는 게임에 대한 모든 내용 정보(material information)가 사전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
 내용 정보는 게임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 및 소비자가 게임을 구입 및 다운로드
하거나 가입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일체를 지칭
 구체적으로 게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콘텐츠의 파일 유형, 사용 언어, 해상도, 지역적
제한 사항,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정보, 개인정보보호 관련 약관 및
규정, 광고 제공 여부 등이 내용 정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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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FT는 게임 플레이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나 및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하도록 강제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게임 도중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문의 역시
정확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기술
l OFT는 유료 콘텐츠와 관련된 게임 중의 홍보 메시지가 게임 플레이 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메시지와 명확하게 구별 가능해야한다고 강조
 OFT는 소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게임 플레이 도중 나타나는 메시지가 내포한
상업적 의도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
l 이 외에도 OFT는 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사항을 제시
 OFT는 특정 게임 아이템에 대한 결제가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수라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또한 결제 상황 발생 시 결제 정보에 대한 정확한 통보와 더불어 소비자의 승인
없이 결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
l 마지막으로 OFT는 아동 소비자의 미성숙함을 악용한 결제 유도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명시
 아동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구성하거나, 공격적인
방식의 결제 메시지를 통해 게임 내 결제를 유도하고 결제 권한을 가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내도록 종용하는 행위를 금지

英 게임 업계, 신규 게임 규제안으로 게임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l 영국 엔터테인먼트산업연맹(The Association for UK Interactive Entertainment)의
조 트위스트(Jo Twist) 대표는 영국의 새 규제안이 EU 회원국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그러나 OFT가 해당 규제안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영국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우려를 표명
 트위스트 CEO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국 게임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킬 지 면밀히 관찰할 방침이라고 언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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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United Kingdom Office of Fair Trading, “The OFT's Principles for online and
app-based games”, 2014.1.30
3. ZDNet, “UK Offices of Fair Trading investigates child in-app purchases”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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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공기업용 사이버
보안 SW 개발에 대규모
자금 지원
공공재 겨냥한 사이버 공격
대비 민·관 협력 및 R&D
투자 강화

美 에너지부, 에너지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강화 위한 대외 협력 강화
l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가 에너지 관련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감지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을 발표(‘14.1.21)
 DoE는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대상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보안
프로토콜 및 보안 툴을 개발 중인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 5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
 조지아 공대 기술연구소(Georgia Tech Research Institute, GTRI)는 정부 지원을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바탕으로 센서 네트워크와 연계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국가 전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실시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
 GTRI 연구진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기술 및 정보시스템 연구소 및 조지아 공대 산하의 국가 전기에너지 테스트‧연구 및
응용센터(National Electric Energy Testing, Research and Applications
Center)와도 협력할 계획
l DoE와 GTRI의 프로젝트에는 다수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기술 시연도 이루어질 계획
 GTRI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인프라 시설에 자신들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모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할 예정
 또한 보안 솔루션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실시간 의사결정
알고리즘도 준비할 계획
l GTRI는 이번 DoE의 지원으로 국가 기간 시설 대상의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사전 감지 기술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
 또한 이번 협력이 향후 국가 기반 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와 학계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美 정부, 기반 시설 사이버보안 강화 위한 민·관 협력 및 관련 R&D
투자에 박차
l 현재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
 미군 사이버 사령부(U.S. Cyber Command)를 이끌고 있는 키이쓰 알렉산더( Keith
Alexander) 장군은 2013년 3월 청문회를 통해 지난 6개월간 미국을 대상으로 140번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언급(‘13.3.15)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 대형 금융
기관을 비롯해 전력이나 항공관제 시스템, 교통 인프라 등 사회 기반 시설들인 것
으로 확인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정보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의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국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
들이 미국 경제 및 인프라 운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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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언론매체 IDG 역시 자체 조사를 통해 미국의 기반 시설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13.9.19)
 현재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경우 월 1만 회 이상의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
 또한 전기 배급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만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기타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해커의 공격
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액은 1년 간 총 1,88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l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국 인프라 대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
 지난 2013년 2월 버락 오바마(Barrack Obama) 대통령이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보안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네트워크 보호에 주력
 2014년 2월에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최종 버전을 통해 금융, 국방, 공공시설
등 다양한 기반 산업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 가이드라인을 제시
l 특히 DoE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파트너십 강화, 사이버보안 관련 R&D 예산
지출 증액 등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진행
 이미 2010년 DoE는 사이버보안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계 및 학계와 국립 연구소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
 2013년 초에도 에너지 전달 제어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 대응 및 원격 액세스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l DoE의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는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DoE는 2013년 9월에도 국가 전력 수급 시스템 및 가스와 기름 공급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이에 3,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
 해당 프로젝트에는 변전소 간 통신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사업자
ABB,Inc, 기간 시설 인프라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업체 폭스 가드(Foxguard) 등 다수의 민간 사업가 참여

참고문헌
1. Computerworld, “Energy Department spends $30M to bolster utility cybersecurity
tools”, 20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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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美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연방 정부의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보고서 발간
l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소속 상원의원이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및 주요 인프라 관리 실태
(The Federal Goverment's Track Record on Cybersecurity and Critical

정부 기관의 저조한 보안
의식 비판

Infrastruc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14.2.4)
 공화당 톰 코번(Tom Coburn) 의원의 주도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연방정보보안관리법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FISMA)에 의거해 진행되는 감사
사례를 비롯해 연방정부기관의 각종 정보 보안 관련 감사 및 평가 결과를 취합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또한 관련 감사를 진행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정부 기관의 실질적
사이버보안 실태를 파악
l 코번 의원은 현재 정부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취약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
 코번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06년 이후 최소 650억 달러의 예산을 공공
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유지에 투입해 왔으나, 관련 감사 결과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
 일례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경우 기관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컴퓨터 서버 14대 중 12대가 2011년 8월 이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프트웨어의 중요
보안 패치 작업을 하지 않은 서버도 여러 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미국 국민들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전자상거래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직원들 상당수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작업에 태만
 특히 IRS의 경우 2008년 이후 매년 약 100여 개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IRS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3대 중 1대는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l 코번 의원은 사이버보안 관련 시스템 구축조차 미비한 기관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
 미국 내 모든 원자로와 폐기물 저장시설 및 우라늄 처리 시설을 관할하는 원자력
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의 경우 민감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를 보안 기능이 없는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
 또한 개인용 단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NRC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주식 거래 관련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네트워크는 방화벽 등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보안 소프트
웨어 없이 최소 수 개월 이상 운영되어 온 사실이 발각
 심지어 SEC 직원이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중 일부에 증권 거래소 해킹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던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18

2014년 2월 4주

l 연방 정부 기관의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 체계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
 코번 의원은 연방 정부 내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자들이 ‘1234’와 같이
단순한 숫자조합이나 자신의 이름 및 개인 정보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로 비밀
번호를 설정한 후 2년 이상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
 이와 같이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 사례는 DHS와 IRS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
 코번 의원은 취약한 비밀번호 관리로 인해 국가안보 관련 기밀 정보나 일반 시민들의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정부 기관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
한다고 지적

연방 정부의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내부 직원의 보안의식 개선이 필수
l 코번 의원은 연방 정부 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약한
내부 직원의 보안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코번 의원은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내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결국 해당 기관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조한 사이버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예컨대 DoE의 내부 직원 중 한 명은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고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및 방화벽을 제거
 SEC의 경우 내부 구성원이 민감한 데이터가 담긴 사무용 노트북을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트북을 이용해 인가되지 않은 네트
워크에도 접속했던 것으로 확인
l 사이버보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다니엘(Michael Daniel) 대통령 특별
보좌관은 거의 모든 정부 기관이 사이버보안 강화라는 과제에 직면 해있으나, 일부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지적
 코번 의원 역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사이버보안
위협 및 대응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되고 있으나 연방 기관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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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 발의

美 상원, 원격 잠금 및 개인정보 삭제 기능 의무화한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 발의
l 미국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스마트폰 도난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스마트
폰 절도 방지법(Smartphone Theft Prevention Act)’을 발의(‘14.2.13)

규제 당국 및 소비자와 관련
업계 간 반응은 엇갈려

 해당 법안은 미네소타(Minnesota)주의 에이미 클로부샤(Amy Klobuchar) 의원을
주축으로 메릴랜드(Maryland)주의 바바라 미컬스키(Barbara Mikulski) 의원, 코네
티컷(Connecticut)주의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의원,

하와이

(Hawaii)주의 메이지 히로노(Mazie Hirono) 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l 최근 미국 내에서 재판매 및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스마트폰 절도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 발의의 직접적인 배경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절도 범죄 중 1/3 가량이 스마트폰 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클로부샤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절도로 인한 미국 국인들의 금전적 피해 규모는
매년 300억 달러에 육박
 대부분의 스마트폰 절도범들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재판매하거나 단말에 저장된 금융
거래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돌리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l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은 ‘킬 스위치(kill switch)’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킬 스위치’는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원 소유자가 원격으로
해당 단말을 잠그거나 저장된 개인정보 및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
 이 외에도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은 잠금 혹은 작동 불능 상태인 단말의 원상 복귀
역시 원 소유주만이 가능하도록 규정
l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이 스마트폰을 겨냥한 범죄 발생률을
경감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히로노 의원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 역시
단순 절도에서 폭력을 수반한 강도 행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본 법안이 해당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주장
 미컬스키 의원의 경우 오늘날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신용카드 결제,
은행 계정 액세스 등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품 역할을 하게 된 만큼 분실 즉시
데이터를 삭제해 신원 도용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이와 동시에 미컬스키 의원은 절도범들에게 훔친 스마트폰 단말은 재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무용지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
 블루멘탈 의원 역시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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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절도 방지법’, 법안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l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은’ 현재 미국 내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척 램지(Chuck Ramsey) 필라델피아 市 경찰청장은 그동안 미국 의회에 도난당한
스마트폰의 재사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 수립을 요구해왔다고 언급하며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 발의를 환영
 미국의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벤더를 대상으로 ‘킬 스위치’ 기능 탑재 의무화를
위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Secure Our Smartphon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뉴욕 州의 에릭 슈나이더만(Eric Shneidermann) 검사장 역시 해당 법안의 스마트
폰 범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효과에 기대를 표시
 미국 소비자 연합(Consumers Union)의 델라라 데라크샤니(Delara Derakhshani)
정책 자문위원은 해당 법안이 스마트폰 절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난
당한 단말이 유통되는 블랙마켓을 엄중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l 美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스마트폰 절도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 발의 일주일 전인 2월 7일, 스마트폰 절도가 전체 절도
범죄의 66%를 차지하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지역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제안
l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 진영은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북미

무선통신협회(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CTIA)는 ‘킬 스위치’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오히려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따라서 ‘스마트폰 절도 방지법’ 대신 해킹을 포함한 스마트폰 조작 행위를 규제하고
도난 스마트폰에 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폰 절도 범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CTIA의 조트 카펜터(Jot Carpenter) 부회장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스마트폰 벤더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하여금 보다 혁신적인 도난 방지 툴을 개발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라고 설명

참고문헌
1. Cnet, “Calif,. carriers headed for battle over 'kill switch' bill", 2013.2.7
2. Cnet, “Senators propse smartphone antitheft 'kill switch' bill”, 2014.2.13
3. U.S. Senator Amy Klobuchar Office, “With cell phone thefts surging, Klobuchar,
Mikulski, Blumenthal introduce legislation to require a "kill switch" on
smartphones to deter thieves, help protect consumers”,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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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멀웨어 ‘더 마스크
(The Mask)‘, 정부 감시
도구로서의 가능성 제기
특정 타깃에만 공격 감행...
정교함과 완성도 측면에서 기존
멀웨어 압도

주요 공공기관 공격에 특화된 멀웨어 ‘더 마스크(The Mask)’ 등장
l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이 각종 공공 기관 시스템을 공격해온 신종
멀웨어 ‘더 마스크(The Mask)’를 발견했다고 발표(‘14.2.11)
 지난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더 마스크’의 명칭은 해당 멀웨어의 백도어 프로
그램 코드에 명시된 스페인 단어 ‘카레토(Careto, 가면)’에서 착안
l ‘더 마스크’는 이메일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웹 사이트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산

정책연구실 정책기획팀

 ‘더 마스크’는 스페인어권의 주요 언론사를 비롯해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과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등 유명
언론사의 뉴스 사이트를 가장한 URL을 주로 활용
 해당 URL을 클릭한 사용자의 PC는 암호화 키 정보, 네트워크 설정 정보 등 보안
관련 파일이나 설정 내역을 ‘더 마스크’에 전송
l ‘마스크’의 주요 표적은 ▲정부 기관, ▲대사관, ▲에너지/석유/가스 설비, ▲민간
기업, ▲연구기관, ▲민간 증권사, ▲기타 활동기구 등 주요 공공 기관 및 국가 인프라
시설이 대부분
 현재 31개 국가에 걸쳐 380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더 마스크’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
 ‘더 마스크’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5개 국가는 모로코, 브라질, 영국, 스페인,
프랑스 순인 것으로 확인
 특히 모로코의 경우 지금까지 391개에 달하는 IP가 ‘더 마스크’의 공격에 노출된 것
으로 확인
 이 외에도 스위스, 리비아, 미국, 이란, 베네수엘라, 독일 등이 소규모 공격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
‘더 마스크’ 공격 노출 IP 수 기준 상위 5개국

※ 출처: Kaspersky Lab(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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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스크’, 높은 정교함과 완성도 자랑...국가 차원의 사이버 무기 의혹
l 카스퍼스키 랩의 연구진은 지난 수 년 간 발견된 멀웨어에 비해 ‘더 마스크’의 기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고 강조
 ‘더 마스크’는 인프라 모니터링 및 운영 시스템 중단부터 접속 규정을 역이용한 감시
행위의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
 또한 ‘더 마스크’는 윈도우(Windows) 뿐만 아니라 맥 OS X(Mac OS X)나 리눅스
(Linux)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체제에 상관
없이 활동 가능
 카스퍼스키는 iOS 및 안드로이드(Android) 모바일 플랫폼 역시 ‘더 마스크’에 감염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이 외에도 ‘더 마스크’는 플러그인이나 설정 파일 등을 이용해 별도의 기능을 추가
하는 등 변형 역시 손쉬운 것으로 분석
 카스퍼스키 랩은 해당 기능들이 일개 아마추어 해커 집단이 구현할만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문화된 집단이 ‘더 마스크’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
l 감염 사실을 탐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도 ‘더 마스크’는 여타 멀웨어 대비 높은
완성도를 확보
 카스퍼스키 랩에 따르면 ‘더 마스크’는 루트킷(rootkit)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설치되기
때문에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루트킷(rootkit)이란 해커들이 시스템을 해킹할 때 시스템 이용자가 해킹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모음을 의미

l 현재 ‘더 마스크’는 카스퍼스키 랩이 조사를 본격화한 지난 2014년 1월 이후 명령제어
(Command & Control, C&C) 서버를 차단하고 활동을 중지한 상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 명령을 내리는 서버인 C&C 서버가 차단됨에 따라 ‘더
마스크’의 발원지를 비롯, 피해 규모나 주요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l ‘더 마스크’의 활동이 치밀한 계획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카스퍼스키 랩은 ‘더 마스크’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 시도의
일환일 것으로 추측
 카스퍼스키 랩의 이고르 소멘코프(Igor Soumenkov) 선임연구원은 ‘더 마스크’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해커들이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존 중국
이나 러시아, 미국 외에 다른 국가적 지원을 받는 사이버 공격의 등장 가능성을 제기

참고문헌
1. Kaspersky Lab, “Unveiling “Careto” - The Masked APT”, 2014.2.11
2. PC World, “Unveiling 'The Mask': Sophisticated malware ran rampant for
7 years”,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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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마이크로,

개요

2013년 금융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발표

l 보안 업체인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社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2013년 금융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14.2.11)
※ 트렌드 마이크로社 : 일본에 본사를 둔 보안업체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관련 보안 솔루션
및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이 주력 제품임

침해사고대응단
침해대응기술팀

주요 내용
l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약 백만 개의 변종 금융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2013년
4분기에 금융을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 대다수가 발견됨
2013년 분기별 발견된 악성코드 Top 3

- Top 3 악성코드는 대부분 애드웨어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설치 후 자동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형식을 지니고 있음
- 발견된 악성코드의 대부분은 이메일, 이동식 디스크 등을 이용해 유포되며 감염 PC는
악성 URL을 생성하여 연결된 타 PC에 악성코드를 전파하는 것으로 확인됨
l 또한, 모바일을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 중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가
대다수 발견되었음
2013년 모바일 악성코드 유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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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악성코드는 프리미엄 서비스 어뷰저, 애드웨어, 데이터 스틸러 순서로 대량
발견됨
※ 프리미엄 서비스 어뷰저(Premium Service Abuser) : 무료로 다운받았다가 사용자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는 앱
※ 애드웨어(Adwarer) : 사용자 모르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동작(ex. 광고 팝업 출력 등)
※ 데이터 스틸러(Data Stealer) : 사용자 모르게 모바일 내 정보를 수집하는 앱

- 모바일 악성코드는 블랙마켓에서 대부분 유포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앱에 악성
코드를 유입하여 리패키징하고 배포되는 것으로 확인됨

l 트렌드 마이크로는 금융 악성코드 분석 결과 함께 2013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대상 리스트를 발표하였고, 해당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

2013년 사이버 공격 주요 대상 국가

-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주를 이루었으며,
IT, 군사, 항공 등 다양한 대상을 바탕으로 공격이 이루어짐
※ 한국은 봇넷 C&C 서버 보유 국가 리스트에도 2013년 분기별 Top 10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l 최근 금융정보를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추세이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금융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됨

l 또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모바일 단말들은 DDoS 기능이 손쉽게 추가될 수 있어,
사용자 악성코드 감염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l 악성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신 버전 백신 사용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권고하고, 알려지지 않은 블랙마켓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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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모바일 증강현실

개요

시장 규모 12억 달러 전망
l 모바일 증강현실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모가 2015년에 12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인 주니퍼 리서치(Juniper Research)가 밝힘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이는 1억 8,0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한 2013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모바일
증강현실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해당 기관은 모바일 증강현실 서비스는 게임 산업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게임 산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사업자들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력과 구글 글래스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출시 확대 등이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이 성장하는 긍정적 요소
 모바일 증강현실은 이미 군사, 의료, 생산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게임,
위치정보서비스, SNS, 교육, 내비게이션 등 관련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
 이는, 다양한 스마트폰의 보급, 역동적인 모바일 광고 산업,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의
급증이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미,
서유럽, 일본 등이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라고 밝힘

l 주니퍼 리서치가 발표한 모바일 증강현실(AR): 엔터테인먼트, LBS, 소매 전략
(Mobile

Augmented

Reality:

Entertainment,

LBS

&

Retail

Strategies

2012-2017) 보고서에서 2017년까지 매년 250억 개 이상의 모바일 증강현실(AR)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다운로드 될 것으로 전망
 해당 기관은 2011년 앵그리 버드(Angry Birds)가 달성한 다운로드 건수의 3.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함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출처 : Juniper Research(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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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모바일 증강현실 관련 특허 출원, 스마트폰의 보급, 역동적인 모바일 광고 산업, 모바일
소셜 네트워킹의 급증이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임

 특히,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고도화로 접근 및 수집에 제한이 있던 정보들을 실시간
으로 전송할 수 있어, 확실한 빅데이터 분석 툴이 개발될 시 현실과 근접한 증강현실
구현이 가능할 전망임
 또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증강현실 관련 투자를 증대하면서 통신 시장은 물론 유통,
의료, 제조 등의 산업으로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참고문헌
1. Mobile Augmented Reality Revenues to Exceed $1bn Annually by 2015,
Cellular-News,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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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모바일 OS시장,

개요

Android가 80% 이상
차지

l 시장조사기관인 Kantar Worldpanel ComTech가 최근 발표한 남미 스마트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안드로이드(Android)의 시장 점유율은 83.5%로
2012년 12월 대비 21.9%p 증가하며 남미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강세가 지속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반면, 안드로이드의 최대 라이벌인 iOS는 4.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2012년 대비
소폭 하락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임
 한편, 2위 사업자였던 블랙베리(BlackBerry)는 10.3%의 시장 점유율이 2.8%로 대폭
하락하며 시장 경쟁력을 상실함

l 한편, 2013년 기준 남미의 대표적인 두 나라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스마트폰 OS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2년 대비 안드로이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

 특히 브라질의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2012년 18%에서 2013년 44.4%로 급성장하였으며,
그 대신 2012년에 40%의 점유율을 갖고 있던 노키아는 점유율이 23.1%로 하락
 한편, 노키아의 하락세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어졌으며, 2012년 32%였던 점유율이
18.5%로 13.5% 포인트로 감소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모두 애플 iOS의 점유율이 기타 OS보다도 낮은 모습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시장 점유율 현황은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 많은 남미 지역의 특성상 고가 스마트폰
보다는 저가형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찾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2013 브라질, 아르헨티나 OS 시장 점유율 현황

출처 : connect.icrossing.co.uk(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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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안드로이드 OS의 남미 시장 內 선전은 남미의 경제성장에 맞추어 안드로이드 기반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임

 특히, 남미 대륙의 대표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안드로이드 선호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타 국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참고문헌
1. iOS vs. Android vs. Windows Phone in Latin America: Google Mobile OS Hits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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