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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인터넷팀

2015년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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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터넷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5년 새롭게 등장할 이슈를 조망하기 위해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의 

10대 산업이슈를 도출하였다. 인터넷 10대 산업이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핀테크, 기가인터넷,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이며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는 Embedded & Linked 보안, 지능화되

는 악성코드, 개인식별정보 보안,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 등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도출된 산업이슈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Ⅱ. 2015년 인터넷 10대 산업이슈 전망

 1. 오감(五感) 인지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2. 새롭게 쓰는 인터넷 금융의 역사 「핀테크」

 3.  초연결사회의 하이웨이 「기가인터넷」

 4. 디지털 금맥 찾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5. 세계를 겨냥한 벤처 「글로벌 스타트업」 약진

 6. 생산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3D 프린팅」

 7. 미래인터넷의 지름길 「오픈소스 생태계」

 8. 차세대 「NEO 모바일 플랫폼」 경쟁 

 9.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전략적 공존

 10. 인터넷 인본주의의 시작「인터넷 접근권」

Ⅲ. 2015년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전망

 1. IoT 실증의 관건 「Embedded & Linked 보안」

 2. 탐지도구도 속이는 「악성코드의 고도화·지능화」

 3. 빅데이터 산업 성장 촉진제 「개인식별정보 보안」

 4.  금융소비자의 안전 지킴이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FDS)」

 5.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위한 「밀착형 클라우드 보안」

 6. DNS, DDNS 겨냥한 「표적화 DDoS공격」

 7. 사이버상의 국익분쟁 - 「국가 간 해킹」

 8. 「선제적 공격 대응」으로 전환되는 사이버戰

 9. LTE급 「지능형 사이버 사기」

 10. 스마트기기로 확대되는 「바이오 인증」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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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2015년 새롭게 등장할 이슈를 

조망하고,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산

업 이슈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 전망 이슈 전망 보고서에서 2015년도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분야는 ▷연결과 

융합 가속화 ▷신규 플랫폼서비스 경쟁 ▷인프라 강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

른 생태계 전반의 패러다임과 구조의 확장 및 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이와 

함께 ICT 부문 규제 완화에 따라 ICT와 타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 되고, 웨어러블과 사물인

터넷(IoT) 기기 등 관련 기술이 다양한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주목해야 할 인터넷 및 정보보호 주요 키워드 200개를 사전 추출하였으며, ▷분야

후보군 도출

빅데이터 조사

이슈 분류 및 조정

1차 전문가 평가

2차 전문가 평가

3차 전문가 평가

전문가 그룹

심층평가

이슈 종합분석

10대 산업이슈 전망 선정

ICT 종사자 설문조사

①

②

④

③

•국내외 유관기관 리포트, 가트너·트렌드마이크로·맥아피 등 글로벌 

컨설팅기업이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00개 후보군 도출

•주요 관련 사이트의 후보군 키워드에 대한 넷마이너 빈도 분석

•이슈별 유사성과 중복 가능성을 검토하여 후보군 조정

•인프라, 서비스, 환경 등 인터넷 분야 분류체계 기반 키워드 재조정 및 60개 

후보군 도출도출

•사회경제적 파급력, 시사점 등을 기초로 후보군 중 30개 선정

•후보군 중 15개 선정

•ICT 종사자를 대상으로 15개 이슈 후보군에 대한 설문조사

•12개의 후보군 선정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도출

•인터넷 10개 산업이슈 전망 최종 확정

[그림 1] 2015 인터넷 10대 산업이슈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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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전문가 30명을 3차례에 걸쳐 심층평가하고 ▷ICT 종사 실무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인터넷과 정보보호분야 각 10개씩의 2015년도 산업이슈 전망을 최종 도출하

였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도출된 인터넷 및 정보보호 분야 10대 산업이슈를 상세하게 살펴보

고자 한다. 각 키워드별로 국내외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2015년 인터넷 10대 산업이슈 전망 

1. 오감(五感) 인지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자동차, 의료, 교육,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커넥티드 리빙을 위한 지능화된 주요 디바이스로 발전하여 가정과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안경, 시계 등 신체에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확산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디

바이스는 사용자와 주변 사물의 움직임 및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오감(보고 듣고 만지

는)을 인지해 사물과 네트워크 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U-Health 및 스마트 홈 기능

을 갖춘 웨어러블 제품이 등장하며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켜 주는 커넥티드 리빙이 현실

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글로벌 사업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모

바일 네트워크 환경이 빠른 속도로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스마트폰 기능 향상 및 새로운 사용

자 경험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점

차 확대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2년 12억 6,000만 달러(1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137억 8,900만 달러(15조 2,6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U-Health 플랫폼１ 개발을 통해 

U-Health 생태계를 구축 중이기도 하다. 

１	 애플	HealthKit,	구글	Google	Fit,	삼성	SAMI(Samsung	Architecture	for	Multimodal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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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출시 및 공공 의료 서비스 등이 진행중이며 삼성의 기어, 인

바디의 인바디밴드, 로그바의 링 등 착용과 휴대가 편리한 상용 제품이 출시되었다. 정부 주

도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모델 설계 및 독거노인에게 패치를 부착하여 이상 행동패턴이 

파악되면 즉시 출동이 가능하게 하는 시범사업 등이 추진중이다.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산업에 활용되어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편

의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oT 서비스 및 산업과 연계되어 새로운 생활편의를 창

출 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디바이스가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

며 시계 형태 디바이스 외 반지, 신발, 의류 등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디바이스가 시장

에 출시되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2. 새롭게 쓰는 인터넷 금융의 역사 「핀테크」

규제완화 및 육성 전략에 따라 국내 핀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기업과 IT기업 

간의 핀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및 제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핀테크는 Financial(금융)과 Technique(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가 결합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한다. 해외에서는 소액 송금, 결제 등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서비스 중심

으로 핀테크 관련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세계 핀테크 투자 규모는 ’08년 9.3억 달러(1조 

200억 원)에서 ’13년 29.7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 중이다.

해외 핀테크 시장은 활성화 단계로 영국은 정부 정책 및 금융사 지원에 힘입어 핀테크 강

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핀테크 지원을 위해 테크 시티 조성,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연방(영국, 아일랜드)의 핀테크 

투자 건수는 2008년 이후 74%, 투자 규모는 51% 증가율을 보인다. 미국은 애플, 페이팔 등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핀테크 시장이 성장 중이며 특히 애플페이는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 모바일 결제의 50%를 점유하는 등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10억 명의 중국 이용자를 바탕으로 펀드 판매 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

대하였고 머니마켓펀드(MMF)인 위어바오를 출시하여 1년 만에 5,740억 위안(101조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반면 국내 핀테크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선방안(’14.7,  

’14.9)을 마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



8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5

고 IT·금융 융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는 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14.9)와 소액송

금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를 출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가 제

공 중이나, 규모 면에서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핀테크 시장은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와 연동한 간편 결제, 소액송금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

다. 금융위의 규제 개선과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 핀테크 산업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을 갖춘 금융 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IT 기업 간의 핀테크 시장 선점을 위한 경

쟁 치열해지고 금융권과 IT 기업 간 서비스 제휴로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등 시장을 둘러싼 

기존 금융기업과 IT기업 간 경쟁과 제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초연결사회의 하이웨이 「기가인터넷」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초연결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홀로그램, 가상현실, 4K 초고화질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실감형 서비스들이 창출되고 있다. 

기가인터넷은 현재 보급된 광대역 인터넷(100Mbps급)보다 최대 10배 빠른 

1,000Mbps(=1Gbps)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국내 통신사는 유무선 네트워크, 

단말기 이용 확대에 따른 IT 트래픽 급증, 초광대역화, 융합·지능화 등 ICT 기반 환경 제공

을 위해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각국 정부와 기업 또한 ICT산업 진흥을 위해 기가인터넷 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네트워크 보급률과 속도의 상향 평준화와 함께 각국은 적극적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환

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5년까지 각 주

마다 1개 이상의 기가인터넷 도시를 구축하는 ‘기가시티챌린지(GCC)’ 추진 중이며 룩셈브르

크 정부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기가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기가인터넷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13년)하고 기가인터넷망 전국화 애

플리케이션 활성화,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정부는 아니지만 민간 기업인 구글도 기가인터넷 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캔자스시티 하노버 하이츠 지역을 시작으로 텍사스주 오스틴, 

유타주 프로보, 기가인터넷 망 구축 사업이 그것이다. 



FO
C

U
S

FOCUS 1  2015년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전망 9

이러한 기가인터넷 구축 노력은 융·복합 ICT 실현 및 초연결사회를 이끌 인프라를 마련

하는 것으로 유선네트워크 고도화, 기가인터넷 시범망 구축사업 추진 등 고품질, 대용량 데

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인터넷 하이웨이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기가인터넷 망 구축에 따라 실감형 융합 서비스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홀로그램

이나 가상현실, 4K 초고화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실감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

하기 위해 기가인터넷을 통한 초연결 사회를 주도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초연결 디지털 혁명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IoT 산업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4. 디지털 금맥 찾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가 경쟁력인 빅데이터 시대 도래로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데

이터 간 연관 관계를 분석,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론·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가 부상하고 있다.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26% 성장하는 추세로 2018년에는 415억 달러 규모로 성

장 (’14.10, idc 컨설팅)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굴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정보 분석, 시각화 및 트렌드 예측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은 약 19만 명의 데이터 전문 분석가 부족현상에 직면할 것(’14.6)이라고 예상하기도 했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공공, 민간에서 형성된 빅데이터 

개방 미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빅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은 전세계적 관심사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소재 벤처캐피탈 갈바나이즈(Galvanize)와 교육기관 네트워크 연합체는 샌프란시스코 기술

대학 짚피언 아카데미(Zipfian Academy)에 데이터 사이언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신설  

(’14.11)하였다. 국내도 산·학·연 등 전문가로 ‘빅데이터 자문위원회’ 구성 (’13.11.14), 한국

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빅데이터 아카데미’설립 (’13.6.14), ’15년 빅데이터 자격증２ 도입 등

２	 	미래부	정보화	기반팀	담당	사업으로	내년	국가공인	등록증	자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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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획 중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발굴로 신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유망 직종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이버 위협, 사기, 침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성

화를 위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산업 구축을 위한 빅데

이터의 자원 확보 투자 및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지

속적인 양성 지원이 중요하다. 

 

5. 세계를 겨냥한 벤처 - 「글로벌 스타트업」 약진

경쟁력있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유명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동기 부

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인터넷 스타트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창의적

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발굴과 글로벌 진출 지원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

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일본 벤처캐피탈 대표 야스히코 유리모토는 스타트업 컨퍼

런스에서 “한국은 내수가 적은 만큼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진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각 국에서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 실리

콘밸리는 스타트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

고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 는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영국도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사와 정부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K-스타트업,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정부 주

도의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동기 부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

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동향 제공, 펀드 

조성, 창업 컨설팅 등 지원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이 현실적으로 가능

하기 때문이다.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 목표로 삼은 스타트업 창업이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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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산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ICT 융복합 산업에 혁신적 돌풍을 예고하며 인공장기, 항공재료 제작 등 재

료·유통·생산 등에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3D 프린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범죄 예방, 지

적재산권 침해 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하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Mass Customization)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조업계의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으로 제조 원가절감, 소비자 맞춤형 상품 생산 가능 등 생

산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 중심으로 3D 프린팅 기술 활

용 및 R&D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항공·우주,３ 의료 및 의료장비 등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R&D 

활동과 함께 시장 확대 전략을 구사하는 등 광범위한 3D 프린팅 산업 육성 정책 또한 진행중

이다. 미국은 3D 프린팅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수행을 위해 아메리카 메이크

(America makes)를 설치하였고, 독일 지멘스社는 파더보른 대학과 민·관·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D 프린팅 기술 적용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있다. 

국내도 산·학·연·관 전문가 협력을 통해 3D 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산업부는 2014년 11월 25일에 인체이식, 수송기기 등 3D 프린팅 시장 선도할 10대 

핵심 활용분야를 발표하며, 향후 10년 간 정부가 집중 투자 및 육성할 계획을 밝혔고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기계연구원(KIMM) 등 정부출연연구소의 특성화 기술 연구４도 활발

３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은	비행기	조립에	사용할	300여	개의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생산,	자동차	제조사	로컬모터스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차체를	제작한	자동차를	선보임(’14.9.13.)

４	 	(KIST)	3D프린팅	랩	구성해	나노,	광기능소재,	스마트브릭	등	연구	진행,	(KIMM)	3D	바이오	프린팅,	금속	프린팅,	초정밀	제

어	기술	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촉각	감성소자	기술	연구

<표 1> 국내의 스타트업 프로그램 

주요 사업 내용

글로벌	K-스타트업

•	4대	분야(비즈니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웹·앱	서비스,	SW	아이디

어	공모	후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	추진

			※	지난	5년간	129개	프로젝트	지원,	60%	이상	창업,	3년간	250억	원	투자유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구성원의	효율적	연결	목적	

•‘한국핀테크포럼’발족(角.12.8.)	: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권	간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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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되고 있다. 

3D 프린팅은 살아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층하여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

하는 등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장기, 팔, 다리 등 신체조직 생산 연구 등을 통해 차세

대 정밀 가공 기술 제공으로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ICT 융·복합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모방 제작, 불법적 제작물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처 방안 및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작물 모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지 않도록 3D 프린

터 이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특허 경쟁력 제고 등 사회적 대처 방안 마련이 필

수적이다. 

 

7. 미래인터넷의 지름길 「오픈소스 생태계」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인터넷 활성화의 밑거름인 오픈소스 생태계가 확대되며 

오픈소스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등 오픈소스 보안 강화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오픈소스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의 밑거름이며, 오픈소

스 모델은 개발과정이 공개되어 수많은 개발자 그룹이 형성되므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IoT, 빅데이터, 클라우

드 등 미래인터넷 관련 기술이 주목받으며 오픈 소스 생태계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하둡 플랫폼, 리눅스 OS를 비롯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SAS, IBM, 인텔 등 글로벌 업체 다수가 신규 출시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군 중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거나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도 오

픈소스 연합체(OCEAN)５ 발족 등으로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2월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 연합체 발족식을 갖고 사물인터넷 국

제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단말기 및 서비스 플랫폼 오픈소스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개

방·참여·공유 오픈소스 정신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 통

신, 단말기, SW개발자, 서비스제공자 간 공생의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오픈소스를 통한 개방, 참여, 공유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참여확대가 예상되며 모

５	 	Open	allianCE	for	io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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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빅데이터, 보안기술 분야의 성공사례 축적 중으로 시장 규모６도 확대 될 전망이다. 미

래인터넷 기술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활발한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픈소스 보안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등 오픈소스 보안 강화의 중

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새로운 SW의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 개척,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은 활성화에 있어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8. 차세대 「Neo 모바일 플랫폼」 경쟁

사용자가 확보된 메신저, 배달 앱 등이 다양한 사업 확대로 전 방위 생활플랫폼으로 변모

하면서 통신사·금융사 제휴, O2O(Online to Offline)와 연계로 차세대 플랫폼 강자로 부상

하고 있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플랫폼 서비스는 교육·보건·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 

중이며, 최근에는 IoT 기반의 서비스, 디바이스 분야에도 참여하여 모바일 생태계도 함께 진

화 중이다. 해외에서는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애플의 

헬스킷(HealthKit)은 모바일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조사가 공급하는 하

드웨어 및 플랫폼을 제3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중국 

IT 공룡기업 BAT(B: 바이두, A: 알리바바, T: 텐센트)도 발빠르게 모바일 서비스 영역 확대 

중이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제공하고 있으

며 바이두는 최근 ‘우버’에 6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텐센트는 게임 플랫폼이 중국 모바일 게

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가장 높다. 

국내 사업자는 사용자 확보, 투자 유치, 사업 확장 등으로 지속적 수익원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전 세계 1억 명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게임, 쇼핑, 전자결제 등으로 

모바일 기반 서비스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며,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전자결제 서비스인 ‘뱅크

월렛카카오’ 출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배달의 민족은 모바일 위치기반정보 및 검색을 통해 

배달음식 및 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는 골드만삭스 운용 사모투자펀드

를 통해 총 4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６	 	국내	오픈소스	시장은	매년	20%씩	성장하여	2015년에는	352억	규모의	시장	형성	전망(idc	컨설팅,	2011년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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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결제서비스 ‘라인페이’, 배달서비스 ‘라인와우’, 콜택시 서비스 ‘라인택시’ 등처럼 사

용자가 확보된 메신저, 배달 앱 등이 다양한 사업 확대로 전 방위 생활플랫폼으로 변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근거리 통신(NFC)기술 및 위치기반(LB)기술 등 ICT 기술

을 기반으로 온라인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의 O2O 서

비스가 확대되며 통신사-금융사 제휴, O2O(online to offline) 사업 연계로 차세대 플랫폼 

강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2014년 9월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업체 및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은행과 제휴되고 NFC 기술을 활용한 지불결제기능인 

‘애플페이’ 공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9.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전략적 공존

중국 인터넷 기업(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글로벌 사업 확대로 국내 진입이 가시화되

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 국내 ICT 기업과 전략적 제휴 및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확대전략에 따른 국내 진

입 본격화되고 있다. 휴대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세계 3위의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2014년 9

월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며, 결제 플랫폼과 쇼핑몰을 갖춘 알리바바도 국내 시장 진출에 착

수중이다. 중국 인터넷 기업은 한국 IT기업 지분을 매입하고 인수합병 등에 주력하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특히 텐센트는 △ 2012년 카카오에 720억 원을 투자해 현재 다음카카오 지

분 9.9% 가량 보유중이며 2014년 CJ게임즈에 5330억 원을 투자해 통합법인 CJ넷마블의 3

대 주주로 등극하는 등 공격적인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게임 산업에 유입된 

‘차이나 머니’는 1조 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독자적 기술력을 갖춘 국내 게임회사가 중국 회

사에 인수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광 수입 외에 국내 게임 및 플랫폼 기업 투

자 등 ‘차이나 머니’의 강세가 지속되면 향후 한국 ICT산업의 근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

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증가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국내 진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상거래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알리바바는 티머니와 제휴하여 국내 체류 중국

인에게 선불형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2014년 12월에 발표하였다. 2013년

도 중국인 관광객 1인당 관광 지출은 2,300달러(약 250만 원)로,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중

국 관광객 수를 감안할 때 중국의 관광수익 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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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향후에도 중국 관광객 등 자국 이용자 대상의 국내 온·오프라인 결

제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 결제시장에도 진출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경쟁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영역은 중국 사업자의 제휴전략 활용하

여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중국 ICT 기업의 한국시장 위협을 판로 확장 및 상

생·협력의 기회를 통한 시장 확장이 전망된다. 

 

10.  인터넷 인본주의의 시작 「인터넷 접근권」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인터넷 개방성 및 접근권에 대한 고려가 확대

되면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사이버공간’으로서 인터넷 가치 측면의 논의가 제

기되고 있다. 

인터넷의 경제·사회·문화적 파급력에 따른 인터넷 개방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마크 주커버그, 팀 버너스리 등 글로벌 인터넷 리더들도 보편적 접근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표 2> 주요 인사들의 인터넷접근권 관련 의견

구 분 설명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인터넷 : 더욱 개방되고 연결된 세상 (’14.9.)

		–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

결의	장벽	해소	노력	필요

팀 버너스리

(WWW 창시자)

•인간의 존엄성, 권리 및 잠재력을 위한 웹 구축 (’14.9.)

		–		웹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Open),	자유롭고(free),	안전하게(Secure),	이용할	

수(Available)	있어야	함

ITU 등 2014년 주요 국제회의에서 인간 중심의 인터넷·ICT 활용에 대한 화두 제기가 제

기되는 등 다수 국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ICT 활용 

또한 논의되고 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사이버공간’으로서 인터넷 가치 측면의 논의가 확산되

면서 인간의 삶 상당부분이 인터넷공간으로 치환되면서 인터넷 개방성과 접근성 보장은 인

간의 기본권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인터넷 개방성 및 접근권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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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국제회의 논의내용

구분 설명

정보통신장관회의

(’14.10.)

•ICT를 통한 홍익인간(弘益人間) 실현

			-		국적,	인종,	종교,	성별을	초월해	모든	인류가	ICT의	혜택을	골고루	받음으로써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

ITU 전권회의

(’14.10.)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ICT

			-		전기통신과	ICT가	지역과	국가	및	성별·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의	인권을	향상시

키고	복지	증진을	위한	기술로	활용

세계인터넷대회

(’14.11.)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공유, 공치(共治)

			-	소수가	아닌	모두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인터넷

Ⅲ. 2015년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전망 

1. IoT 실증의 관건 「Embedded & Linked 보안」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 제품 및 서비스 실증사업이 본격화되며 사

물(Thing)에 보안 내재화, 사물(Thing) 간 연결성 신뢰확보를 위한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IoT 기기의 개인, 산업 분야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보안침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맥아피 연구소에 따르면 IoT 연결 기기가 2019년까지 500억 개 이상 증가하지만, 기기 확산 

속도 대비 보안 적용이 미비해 IoT를 악용한 각종 범죄가 증가７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러한 배경 하에서 주요국 정부 및 글로벌 기업 등은 IoT 보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

진 중이다. 

국내도 정부 주도의 IoT 정보보호 로드맵 수립 및 IoT 실증사업이 추진 중인데 대표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 loT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IoT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하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물인터

넷(IoT)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oT실증사업추진단’８을 발족하기도 하였다.

특히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 제품 및 서비스 실증사업이 본격화

７	 	2020년	IoT	해킹	피해액이	1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가트너)

８	 	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IoT	서비스	모델	발굴과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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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추세로 IoT 각 분야별 보안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IoT 융합보안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홈/가전, 교통, 의료 등 IoT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별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컨설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4> 공공 및 민간의 IoT보안 정책

구 분 내 용

정부 

•(미국)	차세대	IoT	기술	분야에	연구투자	지원

•(EU)	사물인터넷	액션플랜(’09)	수립	및	추진	

•(중국)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	발전계획(’12)	수립	및	추진	

기업	
•(인텔, IBM, GE) 보안	전담팀	신설,	보안	전문	업체	인수·합병	

•(Cisco, Verizon, WindRiver) IoT에	특화된	보안기술	및	솔루션	개발	중	

향후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 제조, 건설, 에너지 등 7대 분야 IoT 제품ㆍ서비스의 설

계단계부터 유통·공급 및 유지보수까지 전주기에 걸쳐 보안 내재화가 추진될 전망으로 가

전기기와 스마트폰 연동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취약점 분석과 스마트홈 플랫폼 인증, 암호 

기술 연구 등 사물(Thing)에 보안 내재화, 사물(Thing) 간 연결성 신뢰확보를 위한 기술 적

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탐지도구도 속이는 「악성코드의 고도화·지능화」

난독화, 탐지 우회 등의 기법 적용으로 악성코드는 더욱 고도화·지능화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화된 악성코드 탐지, 분석 및 대응 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를 통칭하는 악성코드는 백신 우회 등을 위

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백신 탐지 우회 기법을 사용하거나, 단축 URL을 이용한 캡챠 

코드９를 동원하여 탐지를 우회하는 스미싱 등 공격 기법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많은 리다

이렉션(Redirection)을 거친 후 랜딩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특별한 식별이나 고정된 문자열, 

일정한 구조 등의 패턴이 없는 특징을 가진 Angler 익스플로잇 킷 등이 그 도구로 사용되고 

９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가	포함된	변형	이미지를	보여주고,	해당	문자를	입력하여	다음	단계가	처리되게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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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내의 경우, 악성코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들이 마련되

고 있는데 기술적인 조치로는 최신 백신 탑재, 자동분석도구 사용을 통한 유사 악성코드 특

징 추출, 악성코드 행위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또한 관리적인 조치로는 악

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 시스템을 통해 국내 주요 사이트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일일 점검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거나 삭제하는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난독화, 탐지 우회 등의 기법이 적용되어 악성코드는 더욱 고도화·지능화될 것으로 예상

되며, 난독화 등의 기법이 적용된 악성코드는 탐지·분석 시간 증가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고도화된 악성코드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고급 전문 인력 양성 필요하

기 때문에 지능화된 악성코드의 탐지, 분석 및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3. 빅데이터 산업 성장 촉진제 「개인식별정보 보안」

빅데이터 이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감 있는 규율을 위한 가이드 제시로 개인식별

정보(PII,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관련 보안 정책 및 기술이 강화 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로 개인식별정보 침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SNS, 모바일 등 

데이터 유형 급증에 따라 정보 조합을 통한 개인식별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이름+학교 등 단순 정보를 조합해도 100명 중 45명이 

식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는 사례만 보아도 심각성을 짐작 할 수 있다. 개인식별정보 유출 

시 심각한 재산·인격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식별정보 보안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

는 부분이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매년 9백만 건의 사회보장번호가 유출되

며, 해당 정보와 금융 정보가 결합되면 계좌 탈취 등 금전적 손해와 사생활 협박을 통한 신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 중인데, 미국 Big Data & 

Privacy 위원회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구체적 권

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

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암호화·개인정보 최소 입력 등의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기

도 하는데, 특히 결제 수단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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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여 보안성이 높은 결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규제를 마련 중인데, 대표적으

로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의 수집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보호법 상 특정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

이 가능한 정보(이름+지역 등)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

화 조치를 명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활성화와 개인 정보보호 간 균형감 있는 규율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수정안(’14.11.)을 통해 사용자 정

보를 보호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업자의 영업을 보장하여 빅데이터 활성화와 개인정

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개인식별정

보 보안 정책 및 기술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암호화 등 보유 정보 보안 외,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자체를 줄이는 정보 최소화 노력도 전개 중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의 적정 지점을 모색하여, 빅데이터의 효과적 활용과 과도한 개인식별정

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및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금융소비자의 안전 지킴이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간편결제, 핀테크 확대로 금융사, PG(Payment Gateway)사 중심의 비정상거래 탐지활동

이 강화되면서 금융사기, 카드 부정사용 방지 효과로 금융소비자 피해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지능형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비정상 거래 탐지 요구가 증가하면서 게이트 키핑 식 금융 

보안의 한계로 인해 거래의 비정상 패턴을 짚어 내는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FDS)’가 부각되

고 있다.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fense System)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접속·거래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다. 해외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미국은 페이팔(PayPal)이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ebay)의 거대한 사용자 수와 이들의 거래 

정보 등 장기간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도 알리페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실시간으로 걸러내기 위해 2005년부터 비정상거

래탐지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 중이다. 

국내는 금융권 중심으로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카드사들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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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카드 도난과 부정사용 및 해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을 적극적으

로 도입하고 있다. 신한카드(’97), 비씨카드(’98), 현대카드(’09) 등 국내 카드사 8곳 모두 비

정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역시 예금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인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금융당국 차원의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FDS) 협의체(가칭)’를 

구성(’14.12)하는 등 전체 금융권 대상의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체

계가 마련되고 있다. 

핀테크, 간편 결제 등 신규 금융서비스에서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 도입이 향후에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핀테크 등의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

라 고객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내 비정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으로 금융거래의 유효성과 적법성의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전자금융사기 감

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위한 「밀착형 클라우드 보안」

소셜, 모바일 이용 증대로 개인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

서, 개인 밀착형 데이터에 대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방안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및 SNS, 소셜 서비스 인기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문서의 실시간 공유 및 수정이 가능한 서비스(구글 닥스, 한컴 클라

우드오피스), 개인 간 파일 전송(다음 클라우드 모바일앱)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 해커들의 주 공격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스마트폰을 

주로 활용하는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중요성도 증가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이클

라우드(i-cloud) 계정 해킹으로 할리우드 여배우의 누드 사진이 유출(’14.9)되면서, 개인 클

라우드의 보안 침해 시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도 상위 클라

우드 서비스 10개 중 8개도 아이클라우드 해킹에 사용한 공격에 취약１０한 것으로 밝혀져 대

규모 클라우드 침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１０			국회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0월	7일	발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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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안 기

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Naver) N드라이브는 스니핑, 피싱, 스파이웨어 막

기 위해 ‘3단계 보안 로그인 기능’을 통해 계정 보안을 강화１１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Daum)도 계정 데이터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보호하는 보안 시

스템 구축하고 있다.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침해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빠른 확산은 다양한 모바

일 기기를 이용한 통합 서비스 이용 등으로 연결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 위험을 높

일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 밀착형 데이터에 대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방

지를 위한 접근 제어, 보호를 위한 정책 등 강화된 보안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

이다. 

6.  DNS, DDNS 겨냥한 「표적화 DDoS공격」 

DNS, DDNS(Dynamic DNS)를 대상으로 표적화된 공격을 시도하는 DDoS 공격이 확대

되면서 DDNS를 이용하는 스마트홈, 모바일 기기 등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DDoS１２(디도스,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강도나 빈도 측면에서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적은 봇넷으로 많은 대상에게 갑작스럽게 공격트래픽

을 증가시키는 ‘증폭공격(amplification attack)’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DDoS 공격은 특정 

서비스 대상으로 강력화·표적화 되고 있으며, 시만텍 보고서１３에 따르면 DNS 증폭 공격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1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DDoS 공격은 공격 지속 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게 짧아지고 공격 방식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증폭공격(amplification 

attack)’이 늘어나면서 대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시만텍의 DDoS 트래픽 발생 국가 

조사 결과 인도가 전체 공격 트래픽의 26%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순

１１			데이터	보안	위해	OwFS(Owner-based	File	SystemOwner-based	File	System)을	이용해	N드라이브	안에	데이터를	저장

１２				DDoS	공격	:	다수의	소스로부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온라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

１３			“The	Continued	Rise	of	DDoS	Attacks”	(’14.10,	시만텍)



22 INTERNET & SECURITY FOCUS  January  2015

으로 DDoS 트래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19위를 차지했다. 

국내는 정부기관, 포털, 은행, 이통사 등 대상 DDoS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7·7 DDoS 공

격 대란(’09년), 3·3 DDoS 공격(’11년) 등 정부, 포털, 은행 대상으로 DDoS 공격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SK브로드밴드, LG U+ 등 이통사 DNS 대상 DDoS 공격 발생

으로 약 1시간동안 인터넷망이 마비(’14.11.)되는 일도 있었다. 

향후에도 DNS, DDNS(Dynamic DNS)를 대상으로 표적화된 공격을 시도하는 DDoS 공

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 기술의 진화 및 손쉬운 DDoS 공격 서비스１４ 

이용으로 전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지능적인 DDoS 공격이 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

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홈 케이블 모뎀,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홈 또는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DDoS 공격에 사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DDNS를 이용하

는 스마트홈, 모바일 기기 등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7. 사이버상의 국익분쟁 - 「국가 간 해킹」 

국가 간 역사분쟁,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이버 해킹 등 규모와 빈도 확산되면서 사이

버 상의 협력을 위한 국가 간 협정, 사이버범죄 협약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시설 파괴용 스턱스넷(Stuxnet), 네트워크 감시용 플레임(Flame), 보안시스템 우회 

기능을 보유한 레긴(Regin) 등 다양한 악성코드가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면서, 정부기관 표적

형 공격 등 국가 기반시설 및 산업을 위협하는 국가 간 해킹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

이버 상의 국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가 간 역사분쟁,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해킹 등 국가 간 해킹 규모·빈도가 확산되면

서 외교적 마찰·분쟁이 사이버 상 국가 분쟁으로 확대되어 전 세계적 해킹 시도 및 규모 증

가 등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상의 협력을 위한 국가 간 협정, 사이버범죄 협

약 등 외교·국방 분야에서의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위한 국가 간 협정, 협약, 규범 논의 등

의 활동이 증가할 전망이다. 

１４				기술적인	지식	없이도	단돈	5달러로	‘부터(Booter)’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분	동안	어떤	표적이든지	DDoS	공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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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이버 상 분쟁대응 활동 현황

구 분 내  용

미국

•중국, 이란 등과의 사이버 분쟁 관련 공식적 대응방안 마련 모색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문제로	지적	(’14.12.4)

			-	사이버	공격도	전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란

•사이버 작전을 통해 ’12년 이후 주요국 민감 정보 수집 의혹	

			-		이란의	핵	발전	시설이	‘스턱스넷’*	악성코드	공격을	받아	파괴(’11년),	당시	해당	공격의	배후가	미

국과	이스라엘	정부란	의혹이	제기	됨

						*스턱스넷(Stuxnet):	산업	자동화시스템을	감염시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

			-		미국	보안업체	사일런스(Cylance)는	이란	해커들이	지난	’12년	이후	‘오퍼레이션	클리버(Operation	

Cleaver)’라는	작전명을	통해	주요국	기관과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갈취한	의혹을	제기(’14.12.2)

8. 「선제적 공격 대응」으로 전환되는 사이버戰 

공격 진원지에 대한 원점 타격 방식 등 사이버 공격 근원 탐지 및 공세 전환으로 선제적 사

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이 27개국 공공기관 등 IT 관리자 4,0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14.6)를 실시한 결과, 지난 12개월 사이 표적형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12%

로 전년도 조사의 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및 국방 관련 시설은 18%가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이는 표적형 공격

(Targetted Attack)에 노출된 주요 기반시설이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격 진원지에 대한 원점 타격 방식 등 사이버 공격 근원 탐지 및 공세 방식 변경으로 사전 

사이버공격 징후 판단 시 선제 공격팀 가동 등 사전 사이버공격 탐지에 대한 연구 및 공격 후 

방어에서 공격 전 이상 징후 탐지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Cyber Kill Chain) 등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2014년 10월 ‘국군사이버사령부 역량 강화’ 방안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적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적 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 강화, 사이버 작전 요

원을 현재 60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작전으로 전환 발표한 것

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노력과 관

심이 증대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사이버공격 대응 선제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 마

련 및 주장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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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국의 사이버공격 대응 현황

구 분 설 명

유럽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CyberEU	구축을	통해	공격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성	강조

미국
•	최근	국가	기초	자원	관리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강화와	연방	정부의	보안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개선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	(’14.7.21)

유럽의회
•	Elmar	Brok(외무위원회	의장)은	공격은	방어의	수단이며	이는	사이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과	나토의	공격	능력을	더욱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효과적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구축 필요하

며, 각각의 보안공격에 대해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체계화시켜 연관성을 밝혀내고 이를 통

해 더 큰 규모의 공격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보안 관련 산업 육성

과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9. LTE급 「지능형 사이버 사기」

사이버 사기 수법 지능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능형 보안 시장의 성장으로 지능형 사이버 

사기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전반의 보안 정책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이버 사기는 파밍, 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으로 다양해지고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

다. 경찰청은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1,009건을 적발하고 1,395

명을 검거하는 등 범죄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7> 사이버사기의 종류 

피해 수법 내  용

스미싱
•	무료쿠폰	제공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전달된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방법으로	피해를	발생

파밍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컴퓨터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	범행계좌로	금액을	이체시키

는	방법

피싱
•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하여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시켜	

금융정보를	탈취,	범행계좌로	이체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

메모리해킹
•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놓고	전화하여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여	거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찾아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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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래부, KISA, 스마트폰 제조사, 백신업체 협력으로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 기

본 탑재 추진과 관계부처 합동‘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마련(’14.8) 등

을 통해 스미싱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스미싱 시도건수는 증가했으나, 악성 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

균 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하고 메모리해킹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강화 등으

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약 70% 급감하는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사기 방지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사기는 지속 및 지능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서비스 보안 정책을 검토 및 강화하고 서비스 전

반의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신종 사이버 사

기에 대응할 실시간 모니터링, 위협에 대한 지능(threat intelligence), 행위 프로파일링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지능형 보안 시장１５이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스마트기기로 확대되는 「바이오 인증」

스마트기기의 바이오 인증 도입 확산으로 바이오 인증 솔루션 시장 경쟁 본격화되고 있어,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보안 관리 대책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바이오 인증」 기술이 차세대 보안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바이오 인증 

기술이란 사람의 지문, 안면, 망막, 홍채 등 신체적 식별성을 신원확인 수단에 접목한 보안기

술이다. 국외에서는 이미 금융 서비스 등에서 사용자 인증 기술로 바이오 인증 기술이 일부 

적용 및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은행 ATM 이용 시 손바닥 정맥을 이용해 

사용자 인증, 호주·뉴질랜드는 모바일뱅킹 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 음성 이용해 사

용자를 인증하고 있다. 

바이오 인증 기술은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문 등을 활용한 

바이오 인증 기술을 스마트폰의 단말 잠금 해제, 개인정보 숨김 등의 기능에 이용되고 있으

며 전자결제의 주요 인증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아이폰·아이패드 결제 사

１５				미국의	스타트업	‘아가일	데이터’는	NSA·페이스북	보유의	빅데이터	기술	응용한	실시간	사기방지	솔루션	‘아가일DB’	공개	

(’14.10.23.),	이는	스미싱,	피싱,	보이스	피싱	등을	막기	위해	페타바이트(PB)급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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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인증에 지문 정보를 이용하는 애플 페이(Apple Pay)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국내는 각종 바이오 인증기술 상용화 초기 단계로 신규 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이

다. 스마트폰에 보안 강화를 위한 지문인식,１６ 홍채인식 등 바이오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상

용표준 개발１７을 통한 모바일 바이오 인식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중이다. 

 향후 스마트기기 시장에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등 기업 간 생체인증 솔루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화웨이의 ‘지문인식’, 애플의 ‘에어리어(Area) 타입 지문인식’,１８ 삼

성의 ‘홍채인식’ 간의 삼파전을 중심으로 스마트기기 시장 내 생체인증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

다. 동시에 생체 인증 기술의 핵심인 바이오센서산업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보안관리 대책이 필수적

인데, 바이오 인증으로 수집된 정보는 불변의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 유출 시 인권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여부가 경쟁력의 관건

이 될 것이다. 

Ⅳ. 나가며 

 

2015년의 인터넷 및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전망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인터넷 10대 산

업이슈 전망 부문의 키워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향을 도출해보면, 첫 번째로 산업 간 

융합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산업과의 연결을 통한 사물인터넷 서

비스 및 산업 융합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중가하고 있으며 핀테크 또한 금융과 기술이 결합

된 서비스로 금융권과 IT기업 간 서비스 제휴가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D프린팅

은 자동차, 항공,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술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재료·유통·생산 등 여러 

산업을 가로질러 활용됨으로써 ICT 융복합 산업의 중심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는 ICT 생태계의 확장 및 진화이다. 과거에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산업 육성이 강조

１６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홍채인식	기능	도입	계획을	표명하며	지문인식	대비	속도·정확도	우수성	강조(’14.5.)

１７				KISA	모바일	바이오인식	표준연구회,	TTA	바이오인식	프로젝트그룹의	전문가	그룹은	’13년	말부터	상용표준	개발	착수

１８				에어리어	타입	지문인식	:	센서에	손가락을	대면	면적(area)을	읽어내	구분하는	방식으로,	센서를	문지르는	스와이프(swipe)	

타입보다	간편한	인증에	해당,	’1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듈	양산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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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있는 데이터를 발굴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새로

운 직종이 부상하는 모습은 ICT 생태계가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인터넷이 

기술 중심적이었던 것에 비해 인간 중심의 인터넷 가치가 논의되고 있는 인본주의의 등장은 

ICT 생태계와 논의의 흐름이 새롭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세 번째는 신규 플랫폼 경쟁과 인프라 강화이다. 인터넷 환경 구축 단계였던 과거에 강조

되었던 경향이나 O2O와 연계되는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라든지 기가 인터넷 환경 구축 등 이

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신규 플랫폼 경쟁이 국내를 넘어서서 중국 BAT를 비롯

한 인터넷 기업에 까지 확산되어 국경을 넘어선 경쟁은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부문도 역시 사물인터넷 및 융합 환경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두드러지는 점이다. 핀테크의 보안문제 해결책인 비정상거래

탐지시스템(FDS), 개인 클라우드 보안 문제에 따른 밀착형 클라우드 보안, 바이오 인증 모두 

새로운 융합 환경의 역기능으로 부각되는 이슈들이다. 금융과 ICT, 사물인터넷과 각종 스마

트 디바이스 등 생활에 밀착되는 인터넷과 기술의 진화로 인해 보안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이버 위협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화 되고 지능화되는 등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다. 표적화 DDOS 공격이나 국가 간 해킹, 사이버 戰  모두 국경을 초월해 사이버 공간 상에

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며 악성코드의 지능화, 지능형 사이버 사기 키워드도 발전하는 기

술에 따라 공격 방식 또한 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는 발전하고 진화하는 기술의 양상이라면, 정보보호 10대 이슈는 

이러한 인터넷 이슈들이 여러 역기능과 보안 문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여러 산업 간 벽을 허물고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술이나 새로운 환경이 우

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

보보호 10대 산업 이슈처럼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ICT 분야

는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 및 서비스가 부상함으로써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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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0대 산업이슈 전망

	 1.	 	오감(五感)	인지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2.	 	새롭게	쓰는	인터넷	금융의	역사	「핀테크」

 3.	 	초연결사회의	하이웨이	「기가인터넷」

 4.	 디지털	금맥	찾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5.	 세계를	겨냥한	벤처	-	「글로벌	스타트업」	약진

 6.	 생산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3D	프린팅」

 7.	 미래인터넷의	지름길	「오픈소스	생태계」

 8.	 차세대	「Neo	모바일	플랫폼」	경쟁

 9.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전략적	공존

 10.	 인터넷	인본주의의	시작	「인터넷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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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10대 산업이슈 전망

 1.	 	IoT	실증의	관건	「Embedded	&	Linked	보안」

	 2.	 탐지도구도	속이는	「악성코드의	고도화·지능화」

 3.	 빅데이터	산업	성장	촉진제	「개인식별정보	보안」

 4.	 금융소비자의	안전	지킴이	「비정상거래탐지시스템(FDS)」

 5.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위한	「밀착형	클라우드	보안」

 6.	 DNS,	DDNS	겨냥한	「표적화	DDoS공격」

 7.	 사이버상의	국익분쟁	-	「국가	간	해킹」

 8.	 「선제적	공격	대응」으로	전환되는	사이버戰

 9. LTE급	「지능형	사이버	사기」

 10.	 스마트기기로	확대되는	「바이오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