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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소셜미디어의개념및확산배경

소셜미디어는Web 2.0 기반으로자신의생각, 의견, 경험등을공유하기위한쌍방향온라인도구와

플랫폼으로관계중심의사회적활동이자매체를의미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의 일상화, 정보 흐름의 다변화와 대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변화로사회전반에걸쳐소셜미디어활용이증대되고있음

II. 소셜미디어의발전전망

■현재적관점

변화동인

- 개인의복합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커뮤니케이션도구의필요성증대

- 정보의공유및의미확장을통한사회연결망진화

장애요인

- 소셜미디어에서유통되는정보및정보원에대한신뢰성확보가어려움

- 소셜미디어채택및활용기회를제한하는개인적선호, 법제도등낡은관행의고착화

커뮤니티·서비스·비즈니스모델

- 정보나제품에대한리뷰채널로서커뮤니티의역할확대

- DB 중심에서커뮤니케이션중심의이용자주도형서비스로변화

- 소셜미디어를통한신규비즈니스모델창출모색단계

■중기적관점

변화동인

- 모바일기기의확산과프로세서성능의향상등모바일웹환경의구축

- 이용자들의개인화·맞춤화요구에부합한시멘틱웹이핵심기술로부각

- 이용자들의웹시민권(Web - citizenship)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증대

- 네트워크상에유통되는수많은정보에대한이용자의정보통제능력향상

장애요인

- 소셜미디어서비스내개인정보유출및침해위협증대

- 소셜미디어활용에있어디지털격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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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서비스·비즈니스모델

- 커뮤니티는인재풀(Pool) 기능이강화된피드백채널로활용

- 다수의이용자들에맞춰엄선된수준의개인화·지능화된서비스제공

- 모바일서비스에기반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등장

■장기적관점

변화동인

- 디바이스와독립된(Device - independent) 유비쿼터스형콘텐츠및서비스제공

- 소셜미디어채널의다양화로이용자들의‘웹접속채널'로정착

장애요인

- 보안위협의복잡성이증대됨에따라다양한침해위협이증가

- 소셜미디어활용에있어이용자책임에대한가치기준부재

커뮤니티·서비스·비즈니스모델

- 신뢰기반커뮤니티는유비쿼터스형멀티액터(Multi - actor) 네트워크로변화

- 센서데이터수집을통한상황인지기반의서비스제공

- 사용자기반의센싱과네트워크기반기술이융합된증강현실비즈니스모델개발

Ⅲ. 소셜미디어의사회적 향

소셜미디어서비스의활성화로사회적활동, 기업, 지역사회및개인삶등사회전반에걸쳐투명성

요구

네트워크화된시장에서정보력으로무장한이용자들은사회전반에대한감시자인동시에이슈확대

재생산자로서자리매김

소셜미디어의사회적연결망은네트워크효과의극대화로다양한공적담론이표출·수용되며,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용자 권한과

향력향상

퍼스널 미디어의 등장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일상적

경험의 공유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경계의

소멸을가져와결국퍼스널과소셜의융합촉진초래

개인들은 네트워크 협업과 공동창출로 인한 상호

관계 속에서 집단지성으로 새롭게 진화하면서

지식창조에기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가상세계와 현실을 결합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통한소셜미디어활용



1. 소셜 미디어의 개념

■ Web 2.01) 기반의 관계 중심적, 사회적 활동이자 매체

Web 2.0 트렌드에편승해‘참여’와‘공유’가강조되는UCC, ‘개방’을중시하는블로그, ‘소통’을
강조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s Service, SNS) 등이 아우러져‘소셜
미디어(Social Media)’로발전

소셜미디어는이용자들간의커뮤니케이션도구로서개방성과확장성을통해다른사람들과의
소통및관계형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지속적으로진화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 관계 개념을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등을서로공유하기위해사용하는쌍방향온라인도구와플랫폼을의미

※’09년 닐슨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 방문자 수는 ’08년 4월 122만여 명에서 ’09년 4월 1,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트위터 트래픽(랭키닷컴 조사치)은 지난 1월 30만 1,000여 건에서 5월 562만 7,000여

건으로급상승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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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셜미디어개념및확산배경

1) Web 2.0은 누구나인터넷에서손쉽게데이터를생산하고공유할수있도록한사용자참여중심의인터넷환경을의미

◎크리스 쉬플리(Chris Chiply, Guidewire Group의 공동 설립자이자 로벌리서치 디렉터)는 2004년
UC Berkeley의 Haas 경 대학원이 주최한‘The BlogOn 2004 conference(July 22-23, 2004)’에서
참여형미디어의새로운형태로블로깅과소셜네트워킹으로서소셜미디어를언급함

- 현재는 마이크로 블로깅, 위키, 소셜 북마킹, 소셜 뉴스, 포토 및 비디오 공유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됨

◎ 1997년 티나샤키(Tina Sharkey, iVillage의 공동설립자, 현 BabyCenter.com 대표)는 커뮤니티주도형
인터넷콘텐츠의형태를묘사하면서‘소셜미디어’를사용

◎ 1995년 데럴 베리(Darrell Berry)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자신의 멀티미디어 MOO 클라이언트)을 설명하기
위해 집합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전자 매체를 통해 주관적 경험을 공유하는‘공간’의 개념으로 사용.
이러한시스템을‘소셜미디어아키텍처’라고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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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 대규모 다중접속온라인롤플레이게임

3) MMO(Massively Multiplayer Online) :다중접속멀티플레이온라인

◎자신의의견및아이디어를게재하고논의하는표현(expressing) 도구

- Blogger, Wikipedia, Twitter, Phorum, eBuddy, FriendFeed 등

◎비디오, 음악, 이미지및경험, 리뷰, 피드백등에대한공유(sharing) 도구
- YouTube, FlickR, Delicious, Slideshare, BrighKite, TripWolf 등

◎ 모바일네트워크, 온라인네트워크구축등네트워킹(networking) 도구

- Classmates, MyYearBook, LinkedIn, MocoSpace, Ning 등

◎소셜게임포털, MMORPG2), MMO3) 등 놀이(playing)의 도구
- Pogo, Cafe, World of Warcraft, Drift City, Maple Story, Audition 등

■ 참여, 개방, 대화, 커뮤니티, 연결 등 5가지 네트워크 기반 키워드들의 복합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Participation)와 피드백을 촉진하며 미디어와 이용자 개념의
경계소멸

피드백, 코멘트,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콘텐츠 접근과 사용에 대한 장벽을 개방
(Openness)

이용자와미디어간일방적인콘텐츠유통이아닌이용자와이용자, 이용자와미디어간다방향적인
대화(Conversation)를중요시

커뮤니티(Community)를통해이용자들은상호작용하고정보를생산, 공유, 확산

다양한 미디어의 조합이나 링크 등 네트워크 연결(Connectedness)을 통해 정보 및 이슈를
확대, 재생산



2. 소셜 미디어의 확산 배경

■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과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의 일상화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넷북등퍼스널이동통신기기의발전과모바일기반디지털콘텐츠의
수요증가및모바일융합서비스확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4)들이 디지털
이민자5)들과함께새로운사회주도세력으로등장

※’05년도 통계청의 총 인구조사에 따르면, 잠재적 디지털 네이티브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30세 미만

연령층이 총인구의 48%(2,0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령층은 전체 취업인구의 20%에

달하고직장생활에서도사회적다수인30세이상의디지털이민자들과함께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

Web 2.0 기반기술을기반으로보다편리하고유동적인이용자인터페이스환경이구축됨에
따라다양한정보공유와네트워킹기능이확대

■ 정보 흐름의 다변화로 대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

정보의 흐름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양방향성을 띄게 되면서, 모든 이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동시에생산하는프로슈머(Prosumer)로서활동

자신만의전문가적식견과의견을갖춘이용자들의증가로, 정보를생산, 소비, 공유활동을하기
위한공동체를구성하고네트워크안에서사회적인관계유지, 발전

이용자의친화욕구및자기표현욕구가증대되면서커뮤니티안에서타인과의공감대를형성하여
소통하고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대인커뮤니케이션채널로서활용증가

10

4)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2001년 그의 논문‘Digital Native, Digital
Immigrants’를 통해 처음사용한용어로 1980년대 개인용컴퓨터의대중화, 1990년대 휴대전화와인터넷의확산에따른디지털혁명기에서
성장기를보낸 30세 미만의세대를지칭

5)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 : 디지털 네이티브와대비되는개념으로는후천적으로디지털기술에적응해간 30대 이상의기성세대를
일컬음

소셜 미디어의 확산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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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적 관점

■ 변화동인

정보공유와네트워킹기능이손쉬운이른바‘플랫폼으로서의인터넷’으로진화

- 무료로콘텐츠를공유할수있는참여형(UCC, SNS 등) 및맞춤형(Open API6), SaaS7) 등) 등
다양한유형의서비스기술발전

- Ajax8) 등으로인한어플리케이션의발전으로개인미디어간연결과네트워킹이쉬워짐

복합된욕구를충족시키는인터넷커뮤니케이션의기능적활용증대

- 이용자들의자기표현욕구를통한개인적만족감과사회네트워킹욕구를통한사회적소속감
표출

- 기업의비즈니스역량강화를위해효율적이고체계적인 로벌네트워크관리도구의필요성
확대

사회연결망진화에따른막강한정보와자원의공유및의미확장

- 다자간연결관계폭증으로네트워크효과가극대화되면서, 직·간접적이며매우 집된사회적
연결망형성

- 물리적 거리감과 대면적 인간관계의 감소로 정보와 감정을 실시간 공유·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감성적효용가치증가

- 웹과세상이만나는웹스퀘어드9) 혁명으로인해향후네트워크활용효과폭증기대

Ⅱ. 소셜미디어의발전전망

6)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운 체제와응용프로그램사이의통신에사용되는언어나메시지형식을지칭

7) SaaS(Software as a Service) :차세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산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어
확장성과고객요구사항커스터마이징에중점

8) Ajax(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 대화식 웹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을 위해 자바스크립트, XML을 이용하는 웹 개발 기법으로, 
데이터의비동기전송을가능하게함

9) 2009년 6월 <Web 2.0 Summit>에서 팀 오말리는‘Web’과‘World’가 만났다는 뜻으로‘웹스퀘어드(Web2)’를 언급하면서 웹 2.0 에서
시작된혁명은웹스퀘어드를통해지금까지보다더폭발적인성장의기회를제공할것으로전망



■ 장애요인

이용자들이생산 재생산하는정보및정보원의신뢰성확보부족

- 이용자들에 의해 생산 재생산되는 정보들은 사장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에
방대한양의콘텐츠가있어도콘텐츠의질을담보할수없음

- 이용자의다양한의견이산재해잡다한정보들(노이즈)이많아지면서스팸처럼소셜미디어
사용에대해거부감을일으키거나혹은, 쏟아지는정보에대해주체하지못할가능성존재

- 가치가높은정보생산에기여할수있는충분한결정적다수(Critical mass)의확보가어렵고
네트워크가치를높일수있는활동적인소셜미디어사용자들의정화활동이요구됨

소셜미디어채택이나활용기회를제한하는낡은관행의고착화

- 이용하고 있는 기존 미디어 인터페이스의 익숙함이나 개인적 선호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인소셜미디어채택및활용에거부감으로표출됨

- 새로운혁신기술및서비스의적용에있어기존법제도및정책에저촉되면서새로운기술
및서비스도입에차질

■ 커뮤니티·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커뮤니티는정보를생산하거나공유하고, 피드백을주고받는리뷰채널로서역할을담당

- 커뮤니티는 소통과 토론의 플랫폼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서존재

- 비슷한 주제에 대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은 이를 증폭시킬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형식체계가없거나어느정도의형식체계안에서협업적으로활동

- 이용자들은소셜네트워크안에서관심사나정보창출에기여하면서오는혜택에따라수많은
커뮤니티로자유롭게이동하면서유동적인이용자로존재함

DB 중심에서커뮤니케이션서비스중심으로전환되면서소셜웹환경에적절한이용자주도형
서비스로변화

- 관심있는아이템을파악하는과정에서정보를공유하며, 추천과권유, 평가하는등직접참여
할수있도록하는평판시스템발달

-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등다양한형태의콘텐츠가블로그, 소셜네트워크, 메시지
보드, 팟캐스트, 위키등다양한서비스들과결합되면서부가가치창출기회증가

- RSS, 마이크로 블로그, 이미지 공유 서비스, 소셜 북마킹 서비스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의대중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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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주로 광고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창출의기회를모색하는단계

- 소셜테크놀로지를이용해무료로제공되는콘텐츠및서비스로인한판매와다른서비스등이
복합적으로작용하여기업의수익창출에도움

- 소셜 미디어의 힘과 가능성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소셜 미디어를 바이럴 마케팅
(Viral Marketing) 채널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혁신적인 기업들은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으로비용절감과효율성확보

- 위키와같은협업플랫폼에대한사고가일반화되고널리적용된다면, 소셜미디어를활용한
독자적이고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가능성이높음

2. 중기적 관점

■ 변화동인

모바일기기의확산과프로세서성능의지속적인향상등모바일웹환경의구축

- 모바일웹의대중화·일반화와더불어다양한콘텐츠및어플리케이션의개발로소셜미디어와
관련서비스발전증대

- 끊김없는콘텐츠접속과서비스는유비쿼터스환경조성에가장핵심동인으로작용

유무선환경을통합하여이용자들의요구에부합한개인화·맞춤화된웹환경의핵심기술로부각

- 시멘틱 웹10), 마이크로포맷, 시멘틱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지능형 기술 등의 발전으로 웹
서비스는보다개인화·맞춤화로변화

- 인간의행태에가장가까운패턴대로시멘틱웹이진화하면서이용자들의요구또한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전망

소셜미디어를통해이용자들의웹시민권(Web - citizenship)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증대

-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이용자의 일과 및 업무에도 다각도로 활용되면서
웹에서의항시적인활동이가능

- 이용자들의소셜미디어활용은웹에서권리와책임및의무를가지는웹상에서의주체적인
시민으로서활동을가능하게함

10) www의창시자인팀버너스리에의해탄생된시멘틱웹(Semantic Web)은 인간의명령을논리적으로접근하여이를조합해해결하는지능형
웹을뜻함



네트워크상에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를 증폭 여과시키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 통제
능력향상

- 소셜미디어가개인의일상과 접하게연계되어이용자정보의수집·저장이용이해지면서
이용자스스로자신의정보를통제하고자하는욕구가증대

- 이와동시에이용자들의정보통제능력에따라이용자권한및 향력이달라질것으로보임

■ 장애요인

소셜미디어서비스내개인정보유출및침해위협증대

- 본인동의없는제3자의정보도용여부및정보의사실성을확인하기위한계정(ID) 관리가
어려움

- 소셜미디어상에서의광고성스팸이나명의도용, 거짓정보유포, 기 정보의도용과해킹,
바이러스출현등보안상문제심화

- 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를비롯한다양한사회적위협증가

소셜미디어를통한사회전반의소통양식의변화가가속화되면서디지털격차발생

- 지능화된어플리케이션, 기기가발전함에따라기존의어플리케이션간의충돌

- 소셜미디어의활용에있어사회집단및세대간디지털격차발생등과같은역반응이등장
할것으로전망

■ 커뮤니티·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커뮤니티는기업의신뢰기반R&D, 제품등에대한인재풀(Pool) 기능이강화된피드백채널로
활용될것으로예상

- 기업은커뮤니티를통한인재풀을가동하면서소비자와보다친 하고강화된관계를구축

- 커뮤니티는혁신적인유비쿼터스이용환경으로이끄는핵심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다수의이용자들에맞춰엄선된수준의개인화·지능화된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예상

- 대다수소셜미디어는소셜네트워크분석, 서비스내콘텐츠와센티멘트분석11)과같은데이터
마이닝12)을활용할것으로전망

14

11) 센티멘트분석(Sentiment analysis) : 게시된 내용의긍정과부정을판별할수있는분석

12)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대량의 DB안에 숨겨진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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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네트워크는 지역적이고 모바일화된 네트워크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참여자들의
참여도에따라격려와포상으로내·외부의네트워크활동을장려

모바일서비스에기반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등장할것으로예상

- 일회성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개발·발전

- 위키와 같이 협업적이며, 자기조직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인재 풀 활용이
가능하게되며, 커뮤니티내비즈니스모델은수익을공유함으로써시너지효과발생

- 기업들은제도화된소셜미디어정책에따라소셜미디어를관리하고고객맞춤형시스템을
구축해나갈것

3. 장기적 관점

■ 변화동인

새로운유비쿼터스환경이구축됨에따라디바이스와독립된(Device - independent) 유비쿼터스형
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

- 실시간 정보 스트림 형태로 GPS, 웨어러블 컴퓨터 등 이용자 상황 인식 및 센서 데이터의
폭넓은활용

- 새로운이용자들은정보의맥락화와지역화를중시하게되며, 장치의존도는점차완화될것

소셜미디어채널들은향후넷(Net) 세상으로들어가기위한이용자들의‘웹접속채널’로정착

- 융합형 TV, 가상 세계, 소셜 게임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웹 접속의 필수
코스로활용

- 소셜미디어세계에서이용자들의프라이버시통제욕구가증가하게되고더욱가시화될전망



■ 장애요인

소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보안 위협의 복잡성의 증대로 다양한 침해 위협들이 지속적이고
핵심적인장애요인으로부각될것으로예상

- 이용자들간의신뢰기반의소셜네트워크는연속적인악성코드배포의적절한경로로이용
되거나피싱공격의표적대상이될위험이존재

- 모바일기기및새로운소셜미디어기기의발전에따라이에대한보안과개인정보를위협
하는스팸발송, 조직화된사이버공격등새로운사이버공격의장으로이용될가능성증대

소셜미디어의일상화에따라네트워크상에서나타나는이용자보호정책및이용자윤리가치
기준부재

- 소셜미디어이용자보호정책및이용자책임의부재로나타날수있는역기능해소방안및
윤리가치기준마련의필요성대두

■ 커뮤니티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군중들이형성한신뢰기반커뮤니티는유비쿼터스형멀티액터(Multi - actor) 네트워크로
변화

- 집단 지성은 커뮤니티 안에서 유동적으로 존재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향력을 가진 멀티
액터로활동

- 커뮤니티는개인과관련된이미지, 프로필, 링크나그룹등과같은소셜객체를연결하고이를
적극적으로활용하여이용자들의새로운경험을만들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

유동적인네트워크군중이더욱발전함에따라상황인지기반의서비스제공

- 실시간센싱및상황분석기술이발전함에따라구체화·세분화된서비스가제공될것이며,
이용자들의수요에맞춰즉각적으로반응하게될것

- 상황에 맞게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화된 서비스로 인해 공공과 개인 생활의 편리성 증가할
것으로전망

사용자기반의센싱과네트워크기반기술을이용해실제세계와가상세계가융합된비즈니스
모델개발

- 혁신적아이디어생산과개선을위한수준높은인재풀과유동적커뮤니티를활용하여니치
시장에서비스정보모델로활용

- 모바일비즈니스모델을통한시장확대및수익창출에대한기대와, 상황인식센싱과가상화
서비스를통한신규비즈니스모델모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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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투명성 확대

소셜미디어서비스의활성화로사회적활동, 기업, 지역사회및개인삶등사회전반에걸쳐
투명성이요구됨

- 웹 환경이 메시지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소셜 미디어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문화가점진적으로확산되고있음

- 소셜미디어를활용하는기업, 조직및개인들의진정성및투명성확보는상호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신뢰구축에도움

※지난 1월말벨킨(Belkin)은아마존닷컴(Amazon.com)의Mechanical Turk 회원을대상으로여러웹사이트에

자사제품에대한좋은리뷰를올리고돈을지불하여리뷰평점을조작,9) 급기야는벨킨대표가이에대해

사과

네트워크화된시장에서정보력으로무장한이용자들은사회전반에대한감시자인동시에이슈
확대재생산자로서자리매김

- 이용자들이보유하고있는긍정적인정보뿐만아니라부정적·비판적인정보까지다양한소셜
미디어채널을통해공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Nuts about Southwest’라는 표제의 자사 웹 사이트의 운 기본 방침을

‘투명성’에 기본을 두고, 고객 문의나 요구 사항에 대해 정중하고 솔직한 태도로 신속하게 대응. 이를

활용하여사우스웨스트항공사에대한부정적·비판적인의견을상쇄시킴

Ⅲ. 소셜미디어의사회적 향

9) 이는 인조풀뿌리운동(Astroturfing)이라고 하며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기관, 싱크탱크, 정부부처 등이 해당 기관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도록 가짜 일반인(Fake grassroots)을 모집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말함. 보통 신문사에 가짜 독자로부터 온
편지들, 좋은 리뷰에대한지급, 홍보단체의기금으로형성된민중로비그룹등을의미하기도함



- 이용자들은기업, 정부등조직에대한수많은정보에접하게되면서이를바탕으로사회의
감시자인동시에이슈트랙커로서활동

-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소셜 미디어로 인한 이용자의 향력이 확대되면서 투명성 확보는
정부, 기업, 개인들의새로운경쟁력이될것으로보임

※미국의 거대 식품기업인 Whole Foods의 CEO인 John Mackey는 자신이 운 하는 블로그에 자신의

실체를숨긴채본인회사를칭찬하고경쟁사를비방하는 을게재해초기에많은인기를얻었으나, 결국

John Mackey가 Whole Foods의 CEO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음은 물론 미국

증권거래소의조사를받게됨

■ 다방향 커뮤니케이션 환경 촉진

모바일 기기 및 모바일 웹 환경 구축으로 소셜 미디어 사회는 실시간 연결성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되면서새로운소통기능수행

- 휴대전화, 스마트폰등관계적매체보급과모바일인터넷이용의증가로사회적소통과관계
맺기, 자기표현과관심사에대한추구, 현실인식과참여과정등을실시간으로표출가능

- 소셜미디어를통해실시간네트워킹이강화되면서새로운이용자경험을하게되고이용자간
공유가치를증가시켜사회전반의상호작용양식을변화시킴

소셜미디어사회는집단적이해나주장혹은관심이의미화되고공유되는다방향커뮤니케이션
환경을구성

- ‘개인미디어’에서나아가새로운사회적네트워크형성을촉진하는‘공동미디어’로서의소셜
미디어활용

- 이용자와의관계형성과정보공유가사회적네트워크의방문을유인하게되고, 다른사람들과의
협력과참여를촉진함으로써소셜미디어는강력한네트워크로발전

※ 1998년 완구회사 레고의 디지털 로봇‘마인드 스톰(Mindstorms)’을 선보 으나, 제품을 산 해커들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해킹하자 회사측은 한 때 소송까지 고려. 그러나 결국 레고는 레고 팩토리라는

사용자집단커뮤니티를구축하고이용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제품디자인, 프로그래밍등에대한

‘마인드 스톰’을 발전시켜 성공함. 이후 제품 구매 계약서에 프로그램을 해킹할 권리(Right to hack)

까지도 허용한다고명시(Wikipedi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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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권한 강화로 향력 증가

소셜미디어공간에서분산된네트워크대중들은사회적상호작용을통해가상의군중효과를
발생시킴

- 정보의자유로운흐름이촉진되어이용자파워가정보의습득, 형성, 확산측면에서크게향상되며
더많은개인들과조직, 사회는파워있는이용자들이네트워크화된커뮤니티의 향을받음

- 네트워크 대중들은 조직 없이 조직된 상태를 유지하며 언론이나 지식 산업, 경제에 커다란
압력을행사하고이윤창출구조에균열을일으킴

- 소셜 미디어 사회에서의 이용자 효용성은 네트워크 효과와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활용도에따라나타남

소셜 미디어는 전형적인 사회 활동에 기반하지 않은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을 유도
함으로써이용자권한및 향력증가

- 네트워크 대중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이용자들이 특정 이슈에 따라 이동하면서 반사적
이용자권한발생

- 네트워크를통해개인혹은집단간커뮤니케이션을통해다양한공적담론이표출되고수용되며
이용자의사회적 향력증가

※최근미국, 프랑스등주요선진국선거에서유튜브와같은동 상공유사이트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

현상이 크게 주목받은 바 있는데, 이 때문에‘유튜브 선거(YouTube elections)’, ‘유튜브 정치

(YouTube politics)’, ‘정치의유튜브화(YouTube-ization of politics)’등의 신조어들이생겨남

- 집단적 관심사에 대한 주의 집중과 공유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주의가
분산되고담론의맥락이산만해질수있음



■ 퍼스널과 소셜의 융합 촉진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킹 서비스는 퍼스널 미디어를 넘어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과 연결하도록
하면서개인화와사회화의융합을촉진

- 이용자들의 친화 욕구를 증대시키고 선택적인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 창조활동의
유익한필드로서활용

- 소셜네트워킹에참여는다양한범위의사람들을연결해줄수있는사회통합의기회

공개된커뮤니케이션공간에서일상적인경험을공유함으로써, 이용공간내의사적공간과공적
공간의경계소멸

- 소셜미디어는사적공간으로서개인의일상적인경험을공유함과동시에이용자간의연결을
통해사회적이슈및논의를주고받는공적공간으로활용

- 사적이슈와공적이슈를구분하지못해사적인표현이공적이슈가되는일이빈번하게됨

※ Amanda Bonnen을 소송 대리인으로 집단 소송한 아파트 관리회사(Chicago's Horizon Group

Management LLC)가 소송을 위해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던 중 Amanda Bonnen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트위터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자사를 비난한 메시지를 찾아내어 결국, 회사는 이를 근거로

Amanda Bonnen을 명예훼손 혐의로 5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 제기. 무심코 던진 트위터 메시지로

인한소송에서불리한증거로작용한사례(SFGate, ’09. 7. 31) 

개인들은네트워크협업과공동창출로인해전문가지성에못미치는집단지성으로진화

- 집단지성은분절적으로존재하는지식들간의소통과상호협력을가능케하면서지식창조에
기여

- 집합적지성은개별지성의가치를최대한높여주고개별적인상호관계속에서새롭게진화해
나가는아이디어생태계를구축

■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의사사회적 관계(Parasocial
Relationship) 형성

- 소셜네트워크망을통해개인의사회적관심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네트워크대중과의
정서적교감을나누는의사사회적관계형성

- 주로자기표현과전시를위한다층적인 1인커뮤니티를구성하는한편, 네트워크대중간의
상호이해와친 성에근거한의미공유체로서사회적관계를형성하면서가상공동체문화를
구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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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가상세계와 현실을 결합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을
통한소셜미디어활용

- 유무선연동의소셜미디어는유비쿼터스환경의새로운통합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각광

- 미래 인터넷에서의 모바일 센싱이나 상황인식을 통해 다차원적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킹
지원가능

- 소셜미디어서비스와미래디바이스의융합은더많은일상생활을전세계적으로공유하게
하며실시간모니터링을가능하게함

- 오픈형 플랫폼으로서의 진화에 따라 타 플랫폼에서 이용자 커뮤니케이션을 연결 연동해
주거나매개해주는매체간연계형기술개발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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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ISMS 인증제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방통위소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업의자율적신청에의하여자사가구축 운 하고있는정보보호관리체계의법적기준에의적합성

여부를인증해주는제도임

- 본제도를통해기업의자율적정보보호를강화하고정보자산유출및피해를사전에예방및대응

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음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기업의 주요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절차및대책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지속적으로관리·운 하기위한종합적인

체계

※심사기준 : 5개 프로세스, 14개 세부단계, 문서화, 정보보호대책분야총 137개 통제항목

■ ISMS 인증의경제적효과(정량)

인증1건당정보보호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약2억1천6백만원의매출증대와2.47명의고용

창출이가능할것으로분석

■ISMS 인증의경제적전망(향후5년간)

①자연증가에따른경제적전망

매년50% 자연증가할것으로예측하여분석한결과, 신규ISMS 인증건수는약387건으로전망

- 이에따른경제적효과는836억원의매출증대와957명의고용창출예상

②인센티브제공등정책활성화에따른경제적전망

정부의정책활성화에따른기업의ISMS 인증에대해예측한결과, 약1,178건이더증가할것으로전망

- 이에따른경제적효과는2,544억원의매출증대와2,910명의고용창출 효과가나타날것으로추정

※정책활성화에따른경제적전망은자연증가분을포함한수치임

구분

경제적 효과 연 220백만 원 연 216백만 원 연 2.47명

기업의 가치 상승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매출증대 고용창출



1. 추진배경

•기업의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목적으로 방통위의 전신인

구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제도를도입(2001년7월)

- 기업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있으나, 정보보호의경제적가치등의이유로참여도가매우

낮은수준

※ ISMS 인증서발급건수는전체대상사업체수(3,460개)의 2.3%(78건) 수준임

※ 3,460개 산출근거 : 종업원 수 200명 이상이며 네트워크가 구축된 기업을 ISMS 수립·운영이 가능한

기업으로가정하였으며,“’07년정보화통계조사(NIA)”결과종업원수 250명이상이며네트워크가구축된

기업의수가 3,460개임

•특히, 보안장비구축, 컨설팅비용, 사후관리비용등으로중·소규모기업의초기접근이매우

어려운실정

- 정보보호관리체계구축에따른정부의인센티브나, 경제·사회적으로기업에미치는가시적

효과등이미미하여투자의기피요인이되고있음

※ ISMS 인증이정보보호수준향상에도움이된다(70.3%), ISMS 인증을고려하지않는이유 : 

①정보부족(35.4%) ②예산 및인력부족(27.6%) ③비용대비효과미흡(12.1%)1)

•따라서 ISMS 인증제도가 기업과 산업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보보호

시장전망을통하여, ISMS 인증제도에대한기업의인식제고및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함

※’10년 2월현재인증서발급건수가 78건으로국외 ISMS 인증발급건수(일본 : 3,378건, 인도 : 484건,

영국 : 407건, 대만 : 386건)에 비해미흡

인
터
넷
&
 시
큐
리
티
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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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정보보호실태조사

2 Net Focus(23p-48p)  2010.2.10 16:31  페이지25   MAC-3 



2.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

■ 재무제표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산식 설계 및 적용

①측정지표

ISMS 인증(1건)이미치는기업의가치상승효과를정량적으로측정

②측정방법

ISMS 인증을받은기업(1개)과 받지않은 15개유사기업을대상으로 3년(’06년~ ’08년) 간의
재무정보를기준으로성과를비교측정

※세부내용은“첨부 2. 기업에 미치는경제적효과분석상세내용”참조

※향후인증기업모집단을늘려기업가치상승효과에대한추가검증필요

인증취득기업선정기준

- 경제적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 선정(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정보보호
서비스기업은제외)

- 외부재생변수 향(특정산업경기침체, 경 상문제등)이적은기업, 객관적인기업재무
제표가있는기업, 일반적인제조기업선정

※인증취득기업중“한국전산홈주식회사”를선정하여재무제표분석

■ 설문조사 및 기존 통계자료 활용

①측정지표

인증1건이미치는정보보호산업활성화효과를정량적으로측정

인증취득기업이체감하는인증도입전후개선효과를정성적으로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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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가치 상승

(정량적 효과)

정형화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성 개선

(업무처리 시간 단축)

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보안사고 피해비용 절감

(연구개발 손실에 따른 매출금액 감소)

재무제표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산식 설계 및 적용

측정지표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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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ISMS 인증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한기초자료수집

▷기간 : 2009년 11월 25일 ~ 12월 3일

▷대상 : ISMS 인증취득기업담당자

※인증유지 56개 기업중 34개 기업이설문에응답(응답률 61%)

▷설문주요내용

- ISMS 인증 추진방법및인력현황

- ISMS 수립 및인증을위한정보보호제품및서비스현황

- ISMS 운 을 위한자체투입인력(전담정보보호직무자)

- ISMS 인증 취득전·후정성적개선효과

설문조사 개요

구분

정보보호산업

활성화(정량적효과)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정보보호제품 시장 활성화

정보보호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보보호컨설턴트

정보보호심사원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기업의가치상승, 대고객신뢰도향상및경쟁력

강화, 보안사고 피해비용 절감 등 12개 항목

설문조사

기존 통계자료 활용

설문조사

설문조사

측정지표 측정방법

인증 취득 전후

체감 효과(정성적 효과)



Ⅱ. ISMS 인증의경제적효과분석

1. ISMS 인증취득 관련 설문조사 결과

■ ISMS 인증취득 시 컨설팅 시장에 미치는 향

28개 응답기업중 79%가 ISMS 구축 시컨설팅업체에위탁하고있으며, 정보보호업체이외
ISMS 자체수립역량을가진기업은미미한수준

- 1개기업이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수립시평균 2개월의기간이소요되고, 투입된컨설팅
인력은매월2.2 M/M(2개월투입인력)으로조사되었으며, 비용은약3,000만원으로추산됨

※조사대상 업체 중 정보보호업체의 경우 자체 컨설팅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반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주)대한항공만이 ISMS 자체 수립역량을갖고있음28

ISMS 체계 수립 방법 및 인력

ISMS 수립 방법 ISMS 수립 투입 인력

※ ISMS 평균 수립기간 : 2개월



■ 정보보호제품 시장에 미치는 향

기업당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구축을위하여소요되는정보보호제품및관제서비스비용은
총178.9백만원으로추산됨

- 31개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정보보호제품중에서침입차단시스템이3.7대로가장많고,
다음으로침입탐지시스템1.7대, 가상사설망1.4대순임

■ 고용창출 효과

32개 기업의 설문결과, 1개 기업에서 운 되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은 총 5명(전담인력 2명, 
비전담인력3명)인것으로조사

- 국내3,460개기업이정보보호전문인력을고용할경우, 17,300명의고용창출효과가있을
것으로예상

※ 3,460개 기업의산출근거

전국 기업의 종업원 수 250명 이상이며, 네트워크가 구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2007년 NIA 

정보화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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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 운 현황



■ ISMS 인증이 기업의 정보보호에 미치는 효과

12가지성과지표를기준으로ISMS 인증취득전·후의개선효과를분석

- 조직내부정보보호인식제고가약71%로가장높은개선효과를나타냈으며, 다음으로조직
내부정보보호역량강화(68%), 대고객신뢰도향상및경쟁력강화(59%) 순임

- 반면, 매출 증가(14%), 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대 효과(25%)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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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운 인력

기업이 체감하는 ISMS 인증 취득 전후 개선효과



2. ISMS 인증의 경제적 효과

■ 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정량)

ISMS 인증에 따른 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측정한 결과, 인증 1건당 연 총 2억 2천만 원의
경제적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됨

※세부내용은“첨부 2. 기업에 미치는경제적효과분석상세내용”참조

■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효과(정량)

정보보호산업매출증대, 고용창출등2가지측면에서경제적효과를산출

- 인증1건당정보보호산업활성화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약2억1천6백만원의매출증대와
연평균2.47명의고용창출이가능할것으로분석됨

※세부내용은“첨부 3. 정보보호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분석상세내용”참조

■ ISMS 인증의 경제적 전망(향후 5년간)

①자연증가에따른경제적전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건수는 매년 50%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향후 5년간
경제적전망을분석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신규인증건수는약387건으로전망됨

※최근 3년간(’07년~’09년)의 신규 인증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07년(8건) → ’08년(12건) → ’09년(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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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① 정형화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성 개선

② 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대

③ 보안사고 피해비용 절감

연간 업무처리 시간 단축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상승

연구개발 손실 비용 절감

220백만 원

42백만 원

14백만 원

164백만 원

주요 요인 합계효과

구분

정보보호 산업 매출증대

고용창출

① 인증수수료(KISA)

② 정보보호컨설팅 비용

③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비용

④ 정보보호컨설턴트

⑤ 정보보호심사원

⑥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약 216.2백만 원

2.47 M/Y

(연 2.47명

고용창출)

약 7.3백만 원

약 30백만 원

약 178.9백만 원

0.36 M/Y

0.11 M/Y

2 M/Y

측정지표 합계효과



※인증전망 = 전년도인증건수 + (전년도 인증건수÷ 2)

※ 2009년 인증건수 = 19건

따라서, 정보보호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836억 원의 매출증대와 95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

※기업가치상승 = 신규 인증전망×기업가치상승효과(220백만 원)

※ 매출증대 = 신규 인증전망×정보보호산업매출증대(216백만 원)

※ 고용창출 = 신규 인증전망×고용창출(2.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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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신규 인증 전망(자연증가)

구분

인증 전망* 29건 44건 387건99건

2010년 2011년

66건

2012년 합계2013년

149건

2014년

향후 5년간 ISMS 인증 경제적 효과 전망(자연증가)

구분

신규 인증 전망

기업 가치 상승*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매출

증대*

고용

창출*

29건

64억원

63억원

72명

44건

97억원

95억원

109명

387건

852억원

836억원

957명

99건

218억원

214억원

245명

2010년 2011년

66건

145억원

142억원

163명

2012년 합계2013년

149건

328억원

322억원

368명

2014년

경

제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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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활성화정책추진에따른경제적전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건수는 매년 100% 증가할 것으로 예측(자연증가분(50%) + 활성화 정책 추진 증가분
(50%))

- 향후5년간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신규인증건수는약1,178건으로전망

※인증전망 = 전년도인증건수× 2

※ 2009년 인증건수 = 19건

따라서, 정보보호시장에미치는경제적효과는2,544억원의매출증대와2,910명의고용창출
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됨

※기업가치상승 = 신규 인증전망×기업가치상승효과(220백만 원)

※ 매출증대 = 신규 인증전망×정보보호산업매출증대(216백만 원)

※ 고용창출 = 신규 인증전망×고용창출(2.47명)

향후 5년간 신규 인증 전망(활성화 정책 추진)

구분

인증 전망* 38건 76건 1,178건304건

2010년 2011년

152건

2012년 합계2013년

608건

2014년

향후 5년간 ISMS 인증 경제적 효과 전망(활성화 정책 추진)

구분

신규 인증 전망

기업가치 상승*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매출

증대*

고용

창출*

38건

84억원

82억원

94명

76건

167억원

164억원

188명

1,178건

2,592억원

2,544억원

2,910명

304건

669억원

657억원

751명

2010년 2011년

152건

334억원

328억원

375명

2012년 합계2013년

608건

1,338억원

1,313억원

1,502명

2014년

경

제

효

과



위의경제적효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기업의경 성과에직접적으로 향을미치는다양한
활성화정책이추진될경우가능한것임

■ 인증 취득 전후 경제적 개선효과(정성)

33개 기업의 설문결과, 인증 취득 기업들은 인증 취득 후 기업 가치 상승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개선효과가있는것으로응답

- 12개항목중가장큰효과는‘조직내부정보보호인식제고’인것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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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재정

운

연계

기타

기업 가치 상승

매출 증가

보안사고 피해비용(업무손실, 피해 보상 및 복구, 매출 손실 등) 절감

대 고객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대

고객 및 거래정보 안전한 관리 및 활용

정형화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성 개선

고객 및 파트너사 협력관계 강화

사고 대응처리 간소화

성능, 디자인, 안정성 등에 관한 지각된 품질 개선

조직 내부 정보보호 역량 강화

조직 내부 정보보호 인식제고

구분 측정지표
약 46% 향상

약 14% 향상

약 30% 감소

약 59% 향상

약 25% 향상

약 54% 향상

약 53% 향상

약 39% 향상

약 37% 향상

약 43% 향상

약 68% 향상

약 71% 향상

개선효과

▷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기업의 ISMS 인증 의무화추진

※’09년 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은 247개 기업

▷상장기업의정보보호활동에대한회계감사보고서명시및공시의무화

※일본이同정책을도입하여인증제도가매우활성화되어있음(ISMS 인증건수 3,378건) 

▷ ISMS 인증 비용(컨설팅+수수료)에 대한조세감면

▷조달청집행일반용역입찰및물품구매시 ISMS 인증 가점부여

▷ "의료기관평가(보건복지가족부)", "대학종합평가(대교협)" 등 각종평가시가산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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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효과 산출 개념(정량적 효과 + 정성적 효과)

ISMS 인증1건이기업의가치상승및정보보호산업활성화에미치는경제적효과를정량적으로
측정

경제적효과(인증 1건당) = 기업 가치상승효과 + 정보보호산업활성화효과

설문에의한인증도입전후개선효과를정성적으로측정

※기업가치상승, 대 고객 신뢰도향상, 정보보호인식향상등 12개 항목측정

■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논리적 연관도(Value Board)

논리적 연관도(Value Board)
분야

효과

주요지표

모델

기업 측면

기업의 가치 상승(인증 전후)

정형화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성 개선

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대

보안사고 피해비용 절감

정보보호 산업 매출 증대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

정보보호 산업 고용 창출

(정보보호컨설턴트, 심사원, 담당자)

정보보호 산업 측면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첨부1] 경제적효과분석모형



[첨부2] 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분석상세내용

1. 기업 수준의 경제적 성과분석 모형

■ 정형화된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성 개선(≒업무처리 시간 단축)

성과산출원리(인건비대비총비용) : 인건비를총비용으로나누면생산활동에들어간비용중
인건비비율이나오게되고인건비비율이낮아지면업무효율의향상을가정할수있음

성과산출산식= (손익계산서상의인건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노무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복리후생비) ÷ (매출원가+ 판관비+ 업외비용)

■ 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대(≒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성과산출 원리(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 : 기업 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고
개별생산요소의기여도및성과배분의합리성여부를규명하기위한지표임. 그러므로생산성에
관한지표는경 합리화의척도라고할수있으며생산성향상으로얻은성과에대한분배기준이
되며, 근래에는 기업경 의 성과를 부가가치 생산성이란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종업원1인당부가가치가높으면높을수록노동생산성은높아진다는것으로노동생산성이높은
경우, 종업원측에서보면한사람한사람이열심히일을하고있다는말이며경 자적인측면에서
보면투입한경 자원(사람)을 유효하게활용하고있다는것으로파악될수있음. 부가가치를
종업원 수로 나누면 1인당 부가가치의 값이 되고, 이를 연차별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부가가치의증감에따라업무효율이향상되었는지를측정할수있는지표가됨

성과산출산식=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금융비용+ 인건비+ 세금과공과+ 임차료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특별상각- 이자수익+ 제조원가명세서상의노무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감가상각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세금과공과+ 제조원가
명세서상의임차료비용+ 제조원가명세서상의복리후생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임차료)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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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사고 피해비용 절감(≒연구개발 손실에 따른 매출금액 감소)

성과산출원리(연구개발손실대비매출감소금액) : 보안사고로생기는손실을분석하려면가장
기초적인금액인연구및개발관련비용전체금액이1차손실금액이됨

성과산출산식=손익계산서의경상연구개발비+ 연구비+ 주석사항의연구개발비= 기타손익
포괄누계의 경상연구개발비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당기원재료비- 전기원재료비) ÷전기원재료비)

2. 기업 수준의 경제적 성과분석 사례모형

■ 경제적 성과분석 기업선정 방법

실제기업을대상으로ISMS 인증에따른경제적성과를도출하기위하여비교적경제적성과가
확연하게나타날수있는중소기업을선정(대기업및대학교는제외)

ISMS 인증중소기업중외부재생변수 향(특정산업경기침체, 경 상문제등)이적은기업,
객관적인기업재무제표가있는기업(외부감사기업), 일반적인제조기업(정보보호서비스기업
제외) 등을선정

■ 경제적 성과분석 대상기업 선택

ISMS 인증을받은“한국전산홈(주)”와동일업종비슷한규모의15개기업을추출한후, 해당기업의
ISMS 인증후3개년(’06년~ ’08년)동안재무정보를기준으로유사기업과의성과분석을실시함

※참고자료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기업데이터”

경제적성과분석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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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업종
주소

자산총계(2008)

한국전산홈(주)

문구용종이제품제조업(21291)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62-1 별관건물 3층

13,678,233천원

이기진

1198122684

13,154,852천원

대표자
사업자번호

매출액



경제적성과분석비교대상기업군(동일업종, 유사규모)

■ 성과분석 실증비교

정형화된업무처리를통한효율성개선(≒업무처리시간단축) = 연간4,270만원비용절감

- ISMS 인증기업과 비 인증기업군 중에서 재무산출이 가능한 4개사의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을계산한결과, ISMS 인증기업의경우인증前1.36% 비용대비인건비가증가하 으나,
ISMS 인증이후인건비비율이-1.69%로감소됨으로써전년도증가율대비3.05%p 효율성
개선이이루어진것으로분석됨

- ISMS 비 인증기업군의 경우 ISMS 인증 前 평균 0.29%의 인건비 비율이 증가하 으나, 
인증後에는-0.62%로써전년도증가율대비0.91%p 효율성개선이이루어진것으로분석
됨으로서, ISMS 인증기업의효율성이더좋아지는것으로분석됨

- ISMS 비인증기업대비ISMS 인증기업의총비용대비인건비감소금액을계산하면, 실제적인
경제적성과금액산출: 
{(ISMS 인증기업인건비비율증감률: 3.05%p) - (ISMS 비인증기업평균인건비비율증감률
: 0.91%p)} × (2008년 ISMS 인증기업판매관리비≒1,999,243천원) 
⇒ ISMS 인증기업이 ISMS 비인증기업에비하여연간4,270만원비용을더절감하고있는

것으로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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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지사

(주)바른손

(주)모닝 로리

대명아이티에스(주)

세원정 인쇄(주)

도 통상(주)

(주)아트박스

(주)오르다코리아

쓰리에이빌링(주)

삼양비지네스포옴(주)

(주)지산페이퍼

(주)송운사

(주)데이타존

(주)한국폼텍

케이에프앤씨(주)

이진

문양권

허상일

현명길

최일

홍광식

조석현

정동범

이기진

장기상

국철호

송순국

유명열, 남진우

김준형

조용복

서울

서울

경기

서울

서울

경기

서울

서울

경기

서울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서울

317

126

210

164

129

26

98

49

90

40

3

115

66

60

52

대표자명 지역기업명
46,844,461

55,827,696

18,631,415

43,079,533

42,854,120

20,705,590

21,164,763

16,131,382

19,775,837

21,491,895

13,440,789

17,080,743

13,638,041

10,202,275

16,417,601

자산총계(단위:천원)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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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비즈니스기회확대(≒종업원1인당부가가치) = 약 1천4백만원창출

- 부가가치는기업이창출하는금전적인사회기여도를판단할수있는중요한지표로써연도별
증가금액만보아도 ISMS 인증기업만전년대비부가가치금액이증가하 음을볼수있으며,
ISMS 비인증기업대비로는18%p의종업원1인당부가가치가더창출되는것으로분석됨

–ISMS 비인증기업대비ISMS 인증기업의부가가치창출증가금액을비교대비로계산하면,
{(ISMS 인증기업 1인당 부가가치 증감률 : -4%p) - (ISMS 비 인증기업 1인당 부가가치
증감률 : -22%p)} × (2008년 ISMS 인증기업 1인당 부가가치 금액 : 78,412천원) ≒
14,114천원

⇒ISMS 비 인증기업 대비 인증기업이 종업원 1인당 약 1천 4백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더창출한것으로분석됨

보안사고피해비용절감(≒연구개발손실에따른매출금액감소) = 1억6천4백만원절감

- ISMS 인증을통한손실비용감소금액은직접적으로손익포괄누계금액에있는경상연구및
개발비가 가장 직접적인 손실금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64,073천원의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분석됨

ISMS 인증기업

ISMS 

비 인증기업군

한국전산홈(주)

(주)양지사

대명아이티에스(주)

쓰리에이빌링(주)

도 통상(주)

21.29 

25.77 

18.32 

23.44

3.16

20.96 

25.73 

17.75 

22.65 

25.78 

18.94 

23.95

3.17

1.36

0.01

0.62

0.51

0.01

0.29

인건비 / 총비용 비율(%)
200820072006

구분

-1.69

-0.05

-1.19

-0.62

인증 後
증감률

인증 前
증감률

ISMS 비 인증기업군 평균

ISMS 인증기업

ISMS 

비 인증기업군

한국전산홈(주)

(주)양지사

대명아이티에스(주)

쓰리에이빌링(주)

(주)송운사

71,086

54,028

65,416

73,709

78,412

54,257

63,556

52,788

76,156

56,206

78,697

79,333

60,485

0.07

0.04

0.20

0.08

0.11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천원)
200820072006

구분

0.03

-0.03

-0.19

-0.13

-0.11

인증 後
증감률

인증 前
증감률

ISMS 비 인증기업군 평균



- 간접적으로는 ISMS 비인증기업의경우연구개발비가매출액대비감소하고있지만 ISMS
인증기업의경우증가하고있으므로,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증가율을계산하여매출액을
반 하면, (ISMS 인증기업증가율: 0.0023%p) × (ISMS 인증기업매출액: 13,154,852천원)
= 30,256천원
⇒매출금액대비하여전년도투입한연구개발비보다약3천만원의연구개발비를더투입한

것으로분석되며, 3천만원의추가연구비가매출액에끼치는 향을2008년을기준으로
분석하면, 13,154,852천원× {(추가연구비 : 30,256천원) ÷ (총 연구비 : 164,073천원)} 
= 2,425,829천원

⇒ISMS 인증기업의연구개발비가 ISMS 비인증기업과대비하여증가하 고, 추가연구비로
창출할수있는매출액이24억원이라면, 정보유출손실을볼수있는금액도이와동일하기
때문에매출액손실절감금액이약24억원에이르는것으로분석됨

ISMS 

인증기업

ISMS 

비 인증기업군

한국전산홈(주)

대명아이티에스(주)

(주)한국폼텍

’08. 12. 31

’07. 12. 31

’06. 12. 31

’08. 12. 31

’07. 12. 31

’06. 12. 31

’08. 12. 31

’07. 12. 31

’06. 12. 31

164,073

128,249

61,280

2,488

1,771

11,749

11,184

34,181

1,930

13,154,852

12,647,218

11,431,555

37,809,398

35,737,267

31,084,173

11,084,263

10,003,495

4,721,404

0.0125

0.0101

0.0054

0.0001

0.0000

0.0004

0.0010

0.0034

0.0004

결산일
매출액
(천원)

경상연구
및 개발비

구분

0.0023

0.0048

0.0000

-0.0003

-0.0024

0.0030

증감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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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산업 매출증대”, “고용창출”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산출

①(인증수수료) 약7.3백만원(’05년~’09년인증수수료평균)

② (정보보호컨설팅비용) 약30백만원(2.2 M/M ×2개월×7백만원)

설문조사결과 ISMS 인증취득기업이 ISMS 수립을위해평균2개월동안컨설팅인력은2.2
M/M (2개월투입인력)의인력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정보보호컨설팅시장에서컨설팅인력 1 M/M 당 평균 7백만 원을단가로산정

따라서, ISMS 인증1건당컨설팅비용은약30백만원필요

※평균컨설팅비용산출 : 2.2 M/M(투입인력) × 2개월(수립기간) × 700만원(컨설팅단가) = 약 30백만원

③(정보보호제품및관제서비스비용) 약 178.9백만원

‘ISMS 인증기업의정보보호제품및서비스운 현황설문결과’와‘한국통신인터넷기술(주)의
정보보호시스템도입비용조사결과’를바탕으로인증1건당정보보호제품및관제서비스비용
산출

[첨부3] 정보보호산업에미치는경제적효과분석상세내용

구분 효과 합계측정지표

정보보호 산업 매출증대

고용창출

약 7.3백만 원

약 30백만 원

약 178.9백만 원

0.36 M/Y

0.11 M/Y

2 M/Y

약 216.2백만 원

2.47 M/Y

(연 2.47명 고용창출)

① 인증수수료(KISA)

② 정보보호컨설팅 비용

③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비용

④ 정보보호컨설턴트

⑤ 정보보호심사원

⑥ 기업 정보보호 직무자



※평균단가는 100M급 장비를기준으로산정

※위금액은평균적인금액으로제조사별, SPEC별 차이가있을수있음

※실제 End-User 공급가 기준

※ Giga급의 기준은 Throughput 2G급 장비,  100M급의 기준은 Throughput 400M급 장비

※ IPSEC VPN의 경우, 근래는 VPN만 가능한 장비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F/W이 동일 기능 탑재하므로, 

1단계 하위성능의 F/W이 대체

④(정보보호컨설턴트) 0.36 M/Y ⇒연간0.36명의고용창출효과

설문조사결과ISMS 인증1건당정보보호컨설턴트가평균2개월동안매월2.2 M/M 투입되는
것으로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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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VAT별도)

구분 대수(설문결과) 평균단가 도입비용제품명

정보보호제품

정보보호서비스

평균 3.7대

평균 1.7대

평균 0.8대

평균 1.4대

평균 0.7대

평균 0.5대

평균 0.2대

평균 0.6건

10백만 원

8백만 원

25백만 원

35백만 원

35백만 원

55백만 원

26백만 원

3.5백만 원

37백만 원

13.6백만 원

20백만 원

49백만 원

24.5백만 원

27.5백만 원

5.2백만 원

2.1백만 원

178.9백만 원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가상사설망(VPN)

웹방화벽

DB 보안솔루션

문서보안솔루션(DRM)

통합보안관제 서비스

합계

한국통신인터넷기술(주) 정보보호제품 도입비용 조사결과

구분 100M급 지점망급 비고Giga급
Firewall

VPN

IDS

IPS

웹방화벽

DB보안(암호화)

DB보안(감사)

DRM

보안관제

10

8

25

35

35

3.5

3,000,000

2,000,000

N/A

N/A

N/A

1

고성능 Firewall은 제품별 가격차이가 큼

IPSEC VPN은 대부분 100M급 이하 장비,

Giga급은 센터장비로 1G성능 장비

IPS의 상용화로 IDS 단독 신규 구매 건 거의

없음

암호화 솔루션은 4CPU 기준

DB보안 접근통제 (감사) 솔루션은 대부분

Giga급

서버 20~30대 기준

45

30

40

55

60

4.5

70

4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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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년간 투입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0.36 M/Y(2.2 M/M ÷ 6개월)의 인력이 필요함. 
즉, 인증1건을수행하기위해연간0.36명의정보보호컨설턴트필요

⑤(ISMS 인증심사원) 0.11 M/Y ⇒연간0.11명의고용창출효과

인증 1건당 평균적으로 5명의 인증심사원이 5일간 심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1.3 M/M의 인증
심사원이필요함

※ 25일(5명×5일) ÷ 20일(1개월 Working Day) = 1.3 M/M

따라서, 1년간 투입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0.11 M/Y(1.3 M/M ÷ 12개월)의 인력이 필요함. 
즉, 인증1건을수행하기위해연간0.11명의인증심사원필요

⑥(기업정보보호직무자) 2 M/Y ⇒연간2명의고용창출효과

설문조사결과ISMS 운 을위한기업의전담인력은2명으로조사됨



[첨부4] 정보보호성과분석연구동향

1. 성과 피라미드 모형을 통한 투자효과 측정 연구2)

최종적인B2B 사업경제적효과분석항목들을바탕으로논리적인연관도(Value Board)와함께
정량적수치산출식을설계

- 일반적으로비재무적인성과평가항목들이선행지표(Leading Indicator)로서미래의성과에
대한정보를제공하는예측능력이있다는연구결과가제시되었으나, 비 재무적인성과평가
항목과미래의성과평가항목(재무적인성과평가항목) 사이에연관확인이어려운것이현실

- 따라서, 비 재무적인 성과평가 항목들과 재무적인 성과평가 항목들 사이에 연계 및 정렬을
도와줄수있는‘Value Board(a set of value ladders)’를설계

- Value Board 작성을위한이론적배경으로는‘성과피라미드모형(Performance Pyramid
Model)’을적용하여설계

44

성과 피라미드 모형

2) 지식경제부 B2B 사업 경제적효과분석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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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 사업에대한평가를상위수준(Results)에서하위수준(Determinants)으로측정할수있는
개념적틀을제공

- 상위수준에서는재무적정보를제공하고, 중간수준에서는재무적정보와비재무적정보를
함께제공하며, 하위수준에서는비재무적인정보를제공

- ‘Complementary Factors’→‘B2B Drivers’→‘Online Informational Capabilities’→
‘Company Digitization’→‘Operational and Financial Performance’

- 성과 피라미드모형과 B2B 사업 종합평가모형연결3) : Vision → B2B 인식제고; Market
→ 판매촉진; Finance → 이윤제고; Customer Satisfaction → B2B 참여기업 만족도;
Flexibility → 기업유연성제고, Productivity → 산출량증가; Quality, Delivery → B2B
인력역량강화, B2B 정보표준화, B2B IT 시스템; Cycle Time → 업무처리 시간 단축;
Waste Time →오류및재작업감소

- B2B 사업을통한성과분석에관한선행연구를조사하여, Value Board를구성하게될요소들에
대한실제적인검증을진행

- B2B 사업효과를발생하기위한평가항목들로구성된Value Board 작성

B2B 사업 효과측정을 위한 논리적 연관도(Value Board)

3) Lynch R. L., and K. F. Cross, Measure Up! How to Measure Corporate Performance, Blackwell Business 2nd Edition, 1995.



2. 정보보호 투자효과 측정 연구

피해규모산출과연결되는맥락에서, 이러한피해를예방하고정보자산을보호하기에적절한
정보보호투자비용요인과효과측정에관한연구진행

정보보호투자에소요되는 비용분석연구인투자비용연구및효과측정연구는상대적으로
측정이용이함

- 정보보호에대한비용산정시하드웨어의가격뿐만아니라기술지원및유지, 지원인력등의
가시적비용과비가시적비용을모두고려하여보다효과적으로비용을산정하는방법연구
(김정덕, 2003)

- 정보보호투자성과를정보보호관련사고감소, 자산손실건수감소, 비즈니스기회손실감소,
타사경쟁시손해감소, 이미지실추건수감소, 사고발생시신속한처리등으로구분하고
측정하는방법연구(선한길, 2005)

정보보호의투자비용분석에대한연구외에정보보호투자효과상관관계에대한연구도다수
진행됨

- 기업보안이벤트가주식가격에미치는 향을통해정보보호의투자효과를분석하고정보보호
투자로인해예측되는경제가치창출에대한효과를정량적으로관리하는방법연구(남상훈,
2005) 

-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해정보보호산업의연구개발투자가미치는효과를국내산업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로 나누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경제기여도를분석하는방법연구(박성욱, 2006)

- 그외, 정보보안사고에따른기업의손실과보안투자로인한수익을기업시장가치의변화를
이용하여정량적으로측정

3. 정보보호 비용 및 투자가치 연구

정보보호의 표준적인 분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호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를
측정해야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내·외부공격과관련된위험의정도나기대손실, 이를
방어하기위한보안지출이나투자의수준을측정할수있는가치평가방법을개발하거나효과성에
대한모델링및효과를규명하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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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투자를위한가치평가는정보보호에드는비용을측정함을의미

- 기관들은보안사고로인한피해나내용을공개적으로밝히기를꺼려하며, 정확한비용데이터가
없는 수많은 기관들은 정보보호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거나 비용투자에 대한
효과를계산할수없게됨

- 따라서 자체적인 피해산정이나 향후 예방의 목적을 위해서 내부적인 비용측정은 반드시
필요한상태임

정보보호투자를위한가치평가를위해고려해야할것은비용의문제가있을수있으며, 이러한
비용에는직접비와간접비가포함될수있음

- 직접비는컴퓨터시스템을공격전원래상태로복구하는데드는비용을포함: 공격의회복을
위한 추가비용, 업중단으로 인한 직접손실 비용 지출, 생산성 손실 측정, 또한 공격 시
탈취및침해당하거나가치가손상된정보자신의가치손실등

- 간접비는공격에대한즉각적피해복구이후에발생하는비용을의미하며, 명성의손상이나
기업브랜드손상등으로발생: 공격으로인한고객사이탈및보험비용증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개인들에게미치는경제적피해등

구분 세부주제
① 몬테카를로 접근법을 이용한 공격 방어에 대한 투자이익 시각화

② ROA 계산을 통한 정보보호 투자가치를 평가

③ 소프트웨어 다양성 기반 정보보호 달성 방법 분석을 통한 정보보호 투자량 정규화 연구

④ 위험관리 측면의 정보보호 보증과 비용 관계 연구

⑤ 정보보호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연구

⑥ Honynet 모델을 이용한 비용 편의 모델링 연구

비용 및 투자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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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가상의 결합,  증강현실

증강현실이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와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상으로

보여주는가상현실의하나1)

- 현실세계를가상세계로보완해주는개념으로컴퓨터그래픽(CG)으로 만들어진가상환경을사용

- CG는 현실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상에

3차원가상 상을오버랩

1960년대 이반 서덜랜드(Ivan Edward Sutherland)의 HMD2)를 시초로, 90년대 초 보잉社가

‘Augmented Reality(AR)’라는신조어를만들어내면서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

- 증강현실은현실세계의실체가주가된다는점에서가상현실과다름

Milgaram 현실-가상 연속체(Reality-Virtuality Continuum)1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1) 네비어백과사전

2) HMD(Head-Mounted Display) : 특수한 장비를헬멧처럼착용



■ 증강현실의 특성

다양한감각을지원하는정보제시

- 다양한감각을지원하는 3차원입체 상을통해현실감있는정보를제공

- 모니터나착용식카메라를통해사물을관찰함과동시에화면상에관찰되고있는사물에대한추가적인

정보를덧입혀제공함으로써, 정보 획득의효과를증폭

- 다양한 관점(1인칭과 3인칭)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더해줌

- 가상적객체를활용하는특성으로인해현실세계에대한시뮬레이션뿐만아니라, 현실에서불가능한

체험을다양한감각기관을활용해현실화해줌

현실과가상세계간의자연스러운전환

- 증강현실 인터페이스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로 자유롭게 이동가능한

인터페이스제공

감각적몰입과위치기반정보에의한맥락인식

- 사용자가처해있는상황에서사용자의위치·정보등을파악하여, 필요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

- 사용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더욱 사실과 근접하게 표현하여 실제같이 보이도록 하는 감각적

몰입을증진

사용자가직접적인조작활동을통해효과적으로구현

- 사용자는‘마커’4)의 조작활동을 통해 필요한 내용이나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작

활동을함으로써적극적으로정보를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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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b.namudal.caom/74

4) 마커(Marker) : 컴퓨터 비젼 기술로 인식하기 용이한 임의의 물체를 지칭하며,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마커를
두고사람이바라보는시점에따라마커에정보를표현해주는방식으로구현

“매트릭스”로 본 증강현실의 이해3)2



■ 증강현실의 단계

모바일 업체 Sprxmobile에서‘증강현실의 열광의 주기(The Augmented Reality Hype Cycle)’5)를

발표, 증강현실을 4단계(Level 0~3)로 구분

0단계 : 물리적세계의접촉(Physical World Hyper Linking)

- 일반적상품판매시사용되고있는 1D 바코드6)와 QR과같은 2차바코드7), 평면 이미지인식을포함

- 모바일상품정보뿐만아니라, 각종 고지서나모바일티켓으로활용

1단계 : 마커기반의증강현실(Marker Based AR)

- 프로그램을이용, 주어진마커를인식하고그 역내에새로운입체적인이미지를만들어내는형식

- 교육, 게임, 의료분야등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음

2단계 : 마커없이보이는증강현실(Markerless AR)

- GPS나 위치기반기술의산물로써, 위키튜드(Wikitude)8)나 레이아(Layar)9) 서비스를들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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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www.sprxmobile.com/the-augmented-reality-hype-cycle/, koko8829.tistory.com/771

6) 막대와빈공간으로이루어진바코드로서, 각각비율에따라해독문자가결정됨. 흑백은빛을흡수하고빈공간은빛을반사하는원리를이용

7) 1차원 바코드 보다 작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타를 포함할 수 있는 코드. 문자, 숫자 등 텍스트는 물론 그래픽, 사진, 음성, 지문, 서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바코드를 읽기만 하면 그 내용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남. 최근에는 암호화, 상압축 기술을 추가하여
위변조방지용으로활용

8) 위키튜드(Wikitude) : 안드로이드 운 체제 휴대폰의 응용프로그램인 위키튜드는 위키피디아의 정보와 연계해 유명 건물이나 산에 관련된
정보를제공, 전 세계 35만개의장소및건물정보검색가능

9) 레이아(Layar) : 아이폰과안드로이드폰에도입되어휴대폰에장착, 휴대폰의카메라기능과결합하여디지털정보를그위에뿌려주는기반
플랫폼(증강현실구현) 제공

증강현실 0단계 예3

[1D 바코드] [2D 바코드]



※식스센스 프로젝트 : MIT 미디어랩의 Pattie Maes에 의해 발표, 다양한 디지털 악세서리를 이용해서

우리주변의다양한환경들과의상호작용을할수있도록구현

3단계 : 증강비전(Augmented Vision)

- 현재 개발단계이며, 콘택트렌즈와같은장치가증강현실브라우저의디스플레이역할을수행

53

10) University of Washington

배벅 파비츠교수가 개발한 콘택트렌즈 속의 AR10)6

아이폰의 Layar 시연 이미지4 5 식스센스 프로젝트



■ 유행에서 대세로 :  증강현실의 활용 사례

증강현실이확산되면서이를응용한콘텐츠와마케팅도다양화됨

- 현실공간과가상공간이서로긴 하게대화하며서로를보완시켜삶의질을향상시키는형태로발전

교육분야

- 3D 입체 상을 통해 학습콘텐츠의 다양화가 가능해지면서, 현존감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습자에게

실물형인터페이스를제공함으로써몰입감증폭및학습효과증대를위한교육적활용도가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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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열광의 주기11)7 백과사전에 AR을 활용한 Hit Lab의 AR Book8

11)  http://www.sprxmobile.com/the-augmented-reality-hype-cycle/



게임산업

- 증강현실기술이적용된다양한착용장치를이용해가상이미지와정보를실제공간에투 함으로써,

공간적제약없이게임을즐길수있게됨

- 전뇌피규어아리스(電フィギュア ARis)나 아이펫(EyePet)12) 등이 대표적임

의료분야

- 복잡한검사및수련, 교육 등에증강현실응용

- 실제 수술시보다다양한정보를수술시야에보여줌으로써, 긍정적수술결과유도에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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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근 발매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임이며, 원숭이 같이 생긴 애완동물이 등장하고 사용자와
흥미로운인터랙션이가능

AR을 활용한 의료분야 사례11

전뇌피규어아리스9 AR을 활용한 레고게임10



방송/광고 분야

- 주가라(Zugara), 베스트바이(Best Buy), 리 리 추잉검 등 다양한 증강현실 광고 사례는 ’10년부터

증강현실이마케팅에서도주요기술로사용될것임을예고

- 방송분야는증강현실이현재사용되고있는적용분야로서, 스포츠 중계방송에사용되는가상광고와

KBS에서 자체개발한 K-버전시스템과같은가상스크린등의사례를들수있음

제조분야

- 제조공정현장의복잡성이증가하고, 종업원교체에따른기술교육의필요에따라기술습득및공장

환경적응을위한공정제어시뮬레이션시스템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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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 활용사례14

타이거 맥주 광고12 주가라의 쇼핑 애플리케이션13



모바일분야

- 위키튜드, 레이아, 니어리스트튜브13)등 최근 증강현실기술이가장활발하게응용되고있는분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증강현실이 각광받고 있는 요인으로, ‘여기(Hear), 지금(Now), 실시간

(Real time)’으로 대표되는새로운소비자트렌드인나우이즘(Nowism)에 부합

- 필요한정보를실시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소비자요구를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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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니어리스트 튜브(Nearest Tube) : AcrossAir에서 제작한 AR을 도입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폰에 내장된 카메라, GPS, 그리고
전자나침반을이용하여사용자주위의지하철역정보를지도가아닌실제주변 상위에표시, 사용자주변에위치한가장가까운지하철역
정보를알려줌

메이아 위치정보 검색16 사용자 주변 정보를 띄워주는 AR17



■ 증강현실의 기술적 이슈

다양한잠재력을지닌증강현실의성공적활용위한기술역량확보가필요

- 시장진입을위한지속적인기술혁신이필요

▷마커가 없는 경우(Markerless)에 대한 진전된 트래킹 기술이 필요하며, 컴퓨터의 성능에 구애받지

않는안정적인트래킹기술의개발이선행되어야함

▷보다사실에근접하기위한실사적이미지를구현하는기술과 상합성기술의발전이필요

▷시각을 비롯한 청각, 촉각, 후각 등의 오감 등을 적극 활용하는 체감 인터페이스(Tangible

interface) 등의 사용자인터페이스기술필요

▷초보자들도 증강현실 기반의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작 도구의 개발 및 기술 표준화의

연구가필요

■ 증강현실의 시장성 및 전망

증강현실시장에대한긍정적전망에따른기술선점노력들이다각적으로진행

- 가트너는 ’08년~’12년 10대 유망 기술 중 하나로 증강현실을 선정했으며, 주니퍼리서치는 모바일

증강현실시장이’10년 2백만 달러에서’14년 7억 3,200만 달러규모로급성장14)할 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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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현실에서 커피전문점을 찾는 모습10

14) http://www.juniperresearch.com



그러나성공적인시장진입을위해서는새로운수익창출이가능한비즈니스모델개발이필수

- 최근 모바일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이 앱스토어나 유료 콘텐츠로 판매되거나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활용되고있으나, 수익 창출에대한명확한비즈니스모델이미확립

- 향후 소비자니즈를파악한시장개척및정교한비즈니스모델구축이중요해질전망 59

모바일 증강현실 시장 전망11





■ Net Trend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Trend 1. 법제분석팀

Stanley社,  모바일 인터넷의 유선 인터넷 능가 예상
Trend 2.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미리 보는 2020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전망
Trend 3. 정책연구팀

파이크 리서치社, 미국의 향후 스마트 그리드 투자 전망
Trend 4. 인터넷서비스보호팀

美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창설
Trend 5. 인터넷침해대응센터

美 백악관 최고보안책임자 임명
Trend 6. 기업보안관리팀

CMU, 초등학생용 정보보호 교육 게임 서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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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미국의 Morgan Stanley社는 모바일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모바일인터넷리포트(The Mobile Internet Report)’를 발간(’09. 12. 15)

※ 본 리포트는모바일인터넷을 8가지주제로나눠조사한결과와모바일인터넷전망을싣고있음

Trend Plus
90년대 유선 인터넷 초기의 사용자 증가 추세와 최근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증가세를

비교하면서 5년안에모바일인터넷사용자가유선인터넷사용자를능가할것으로전망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5가지 원인을 iPhone과 같은 모바일 기기, 3G 통신망의

확산, 소셜 네트워킹서비스(SNS),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P)로 제시

개도국 등 신흥시장이 모바일 인터넷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아직유선통신망이갖춰지지않은곳이많아모바일이주요통신수단이될것으로예상

View Point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동통신사업자와 장비 공급업체를 전환기로

몰아넣을것으로전망

국내 기업도 모바일 인터넷의 성장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에

적극적인대비필요

Stanley社, 모바일인터넷의유선인터넷능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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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www.morganstanley.com/institutional/techresearch/mobile_internet_report

122009.html

※ 기존의 유선통신의 AOL, 네스케이프 사용자 수에 비해 현재 무선통신의 NTT 사용자, iPhone과

iPhone Touch를통한모바일인터넷사용자수가적어도두배, 많게는 5배이상빠른속도로증가한

것을볼수있음

■‘모바일 인터넷 리포트(The Mobile Internet Report)’상의 8개의 주제

■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 vs 유선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

Wealth Creation/ Destruction is Material in New Computing Cycles 

- Now in Early Innings of Mobile Internet Cycle, the 5th Cycle of Last Half Century

Mobile Ramping Faster than Desktop Internet Did and Will Be Bigger Than Most Think 

- 5 Trends Converging(3G+Social Networking+Video+VoIP+Impressive Mobile Devices)

Apple Leading in Mobile Innovation + Impact, for Now - Depth of App Ecosystems + User

Experience + Pricing Will Likely Determine Long-Term Winners

Game-Changing Communications/ Commerce Platforms(Social Networking+Mobile) Emerging

Very Rapidly

Growth/ Monetization Roadmaps Provided by Japan Mobile + Desktop Internet.

Massive Data Growth Driving Carrier/ Equipment Transitions

Compelling Opportunities in Emerging Markets

Regulators Can Help Advance/ Slow Mobile Internet Evolution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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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Network World는 美컴퓨터전문가의의견을종합하여향후 10년간인터넷이용환경변화에

대한 10가지 전망을발표(’10. 1. 4)

※ Network World : 미국 주간 IT 전문잡지로네트워크관리자에게관련정보와뉴스제공

Trend Plus
2020년 예상되는인터넷양상

- 현 17억명에서 50억명으로전세계인터넷사용인구의폭발적증가

- 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지리적인터넷보급률이더욱증가

- 컴퓨터의네트워크에서각종기기간의네트워크화로발전

- 전송에서콘텐츠중심의네트워크재구성, 인터넷트래픽폭증

- 모바일광대역가입자증가에따른인터넷의무선화

- 클라우드기반서비스확대

- 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한인터넷의친환경적운 가속화

- 새로운관리도구개발로네트워크관리자동화

- 중요 인프라의온라인화에따른보안위협증가

미리보는2020년인터넷이용환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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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향후인터넷재설계와관련하여기 유지, 강력한인증등안전한커뮤니케이션플랫폼을위한

다양한보안기능이추가될것으로예상

국내에서도 미래 인터넷 프로토콜 재설계와 관련된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인 연구 및 기여와

노력필요

Reference
http://www.networkworld.com/news/2010/010410-outlook-vision.html?page=1

http://www.computerworld.com.au/article/331212/10_fool-proof_predictions_internet

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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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미국파이크리서치社는정부와전력회사들이스마트그리드에총 2천억달러를투자할것으로

전망(’08~ ’15년까지)

※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서로실시간정보를교환하며에너지효율을최적화

Trend Plus
그리드자동화, 스마트 미터기, 전기차 부문에주로투자할예정

※그리드자동화기술(84%), 스마트 미터기(14%), 전기차 관리시스템(2%)

美 정부는 효율적인 친환경, 고효율 기술 개발을 위해 주정부 운 프로젝트에 34억 달러, 

시설 투자에 47억 달러투자예정

파이크社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비용 절감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한

지능화·자동화가부족함을지적

- 보안성및안정성제고, 운 효율성제고및비용절감, 전력수요·공급의균형, 기후변화에

대한 향감소의 4가지목표를달성한다면투자가증가할것으로분석

파이크社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기술 및 예산의 한계, 비전 및 표준의

부족, 시대에 뒤떨어진규정, 전력수요패턴에대한산업계의몰이해등을언급

파이크리서치社, 미국의향후스마트그리드투자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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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한국은 지난 11월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자로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등 적극

추진 중이며, 향후 스마트 그리드 확산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의 동향 주시와 적시의 협력이

필요

Reference
http://news.cnet.com/greentech/?tag=hdr;s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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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미국방부는급증하는사이버위협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국방정보본부산하에사이버

사령부를창설(’10. 1. 11)

※ 준장급을사령관으로하는부대로서금년예산규모는 71억 1,400만원 책정

Trend Plus
사이버사령부는 국방 사이버 지휘통제센터를 중심으로 인터넷 해킹 예방, 보안관제, 복구 등을

총괄지휘

- 유사시사이버공간에서의군사작전임무를수행

-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유관기관과 신종 해킹,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공조체제를구축, 유지할 예정

美국방부, 사이버사령부창설

- 미국은’09년 7월 23일부로전략사령부산하에사이버사령부(USCYBERCOM)를
창설하고 9월부터활동
※’10년 부터는 전지구네트워크전 TF(JTF-GNO), 네트워크 합동사령부(JFCC-

NW) 등과 협력컴퓨터네트워크방어, 사이버 공격등을수행할예정

- 북한은 98년부터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여 해킹과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운 중이며, 
’09년 7.7 DDoS 공격의 배후로지목됨



69

View Point
이번 사이버사령부 창설과 함께 국가 사이버 보안 관련 기관들 간의 긴 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더욱신속하고정확한사이버공격대응이가능할것으로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은 '03년 기무사와 MOU를 체결하여 국방 정보보호 관련 협조하고 있으며 사이버

사령부와도별도협력체계구축필요

Reference
http://www.mnd.mil.kr/mndMedia/mndNew/mndPlanManage/20100111/1_-

11080.jsp?topMenuNo=1&leftNu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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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미 백악관은 새로운 국가 최고보안책임자(Cyber-Security Coordinator)로 하워드 슈미트

(Howard Schmidt)를 임명(’09. 12. 21)

※ 주요 이력 : 미연방수사국(FBI) 국립마약센터 컴퓨터이용팀 운 , 공군 프로그램이사로 미 행정부

최초의 컴퓨터포렌식 연구소 설립, 부시 정부 핵심인프라보호위원회 부의장, MS CSO, 이베이 보안

담당부사장, 국제비 리정보보안포럼의장

Trend Plus
오바마대통령은하워드슈미트를새로운국가최고보안책임자로임명

- 대통령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업무보고예정

- 하워드슈미트는국가보안, 공공안전, 경제 분야의경쟁력과개인의생활에커다란위협요인

으로사이버보안의문제를지적하고정부와민간부문의협력을강조

주요핵심업무분야

- 미국 통신망을 미래 사이버 사고에 대응한 조직으로 정비하고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완전한

전략개발

- 국내외공공, 민간분야협력촉진, 차세대기술의연구개발장려

- 사이버보안인식과교육을위한국가적캠페인선도작업등

美백악관최고보안책임자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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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이번인사는오바마정부의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의지표명으로해석됨

향후 美 정부 차원에서 발표될 다양한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등이필요

Reference
http://itknowledgeexchange.techtarget.com/it-compliance/white-house-introduces-

howard-schmidt-as-new-cybersecurity-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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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Brief
美카네기멜론대학(CMU)은초등학교 4-5학년을대상으로게임을통해정보보호를쉽게배울수

있는‘Carnegie Cadets’를 운 중이며, 새로운 3.6 버전의 서비스를개시( ’09. 11)

Trend Plus
‘Carnegie Cadets’은 초등학생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며 정보보호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4개의시나리오로구성

- 각 시나리오별로스팸메일필터링·개인정보보호·악성 댓 대처·안전한웹사이트이용

등의내용을학습한후학습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게임을통한복습실시

‘Carnegie Cadets’홈페이지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만화 캐릭터를 활용하여

정보보호게임 용어사전·팁·퀴즈·블로그등을무료로제공

CMU, 초등학생용정보보호교육게임서비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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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인터넷을 처음 이용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

형식의흥미로운정보보호교육제공은가족내성인들까지정보보호인식확산을가능하게함

Reference
http://www.carnegiecyberacademy.com/index.html

■‘Carnegie Cadets’게임 화면





■ Law & Case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 이창범 팀장(happyday@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 강이석 선임연구원(kis@kisa.or.kr)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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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I. 국내입법동향

1. 법제처법령(안) 심사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법률(안)

(2010. 1. 18 ~  : 법제처제출되어현재심사중)

2. 국회제출된법률(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0. 1. 8 국회제출, 2010. 1. 11 국회문방통위회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1 국회제출, 2010. 1. 5 국회정무위원회회부)

3. 국회통과된법률(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2009. 10. 29 국회제출, 2009. 12. 29 국회통과, 2010. 1. 15 정부이송)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09. 7. 31 국회제출, 2009. 12. 29 국회통과, 2010. 1. 15 정부이송)

「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9. 12. 28 국회제출, 2009. 12. 29 국회통과, 2010. 1. 22 정부이송)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3 국회제출, 2009. 12. 30 국회통과, 2010. 1. 22 정부이송)

II. 해외입법동향

■미국

의회「범지구적인터넷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발의 (2010. 1. 4)

■이태리

정부「사용자들이업로드하는음란및폭력 상물에대한심의를의무화하는법령안」제출

(201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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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창조와인터넷에관한법률수정안(Projet de loi Hadopi)」전면시행 (2010. 1. 1)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개정동향

III. 판례및사례

■독일

불법전화광고에대한포괄적정보요구권

- Urteil v. 21. 01. 2009 - Az.: 25 C 280/ 08

IV. 국외이슈및단신

■프랑스

‘온라인문화재산보호및합법적이용촉진을위한보고서’발간 (201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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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법동향

1. 법제처 법령(안) 심사

■소관부처: 법무부

■추진현황

2009. 11. 9 ~ 30 : 입법예고

2010. 1. 18 ~ : 법제처에제출되어현재심사중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전산화사업의완료로등기사무처리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따라수행되고
있고전자신청이전국적으로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은수작업
사무처리 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방식을 특례
형태로규정하고있는바, 전산정보처리방식에의한등기사무처리를원칙적인사무처리
방식으로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전제로한규정을삭제할필요

■주요내용

조문체계의정비

- 현행「부동산등기법」은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해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있어조문체계에문제가있고, 이로인하여전산화등외부변화나국민의
요구에신속하고탄력적인등기절차를운용하는데어려움이있음

- 이에개정안은신청서기재사항과신청서첨부서면으로구성되어있는현행법체계를
등기사항위주로개편하고, 구체적인등기신청절차나등기실행방법은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위임하거나삭제함

전산정보처리조직에따른등기사무처리방식의원칙화및종이등기부를전제로한규정
삭제

I

1「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법률(안)



- 94년부터 시작된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02년에 모두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전제로한규정또는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않으므로삭제함

등기신청절차의이원화

- 현행법은서면신청을원칙으로하고전자신청을특례로규정하고있으나, 향후전자
신청도일반적인등기신청절차가될것이므로등기신청의방법을등기소를방문해서
하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으로 구분하고 양자를
병렬적으로규정함

※ 출처 : 법제처 (http://inglaw.moleg.go.kr)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추진현황

2009. 6. 24 ~ 2009. 7. 14 : 입법예고

2009. 12. 29 : 법제처법령안심사통과

2009. 12. 30 : 차관/국무회의심사통과

2010. 1. 8 : 국회제출(정부발의)

2010. 1. 11 : 국회문방통위회부

■제안이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
위원회에서시·도지사에게이양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 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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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0. 1. 8 국회제출, 2010. 1. 11 국회문방통위회부)



■주요내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의 신고, 사업 양수 및 법인 합병 시의 신고, 사업
휴지·폐지신고, 이용약관신고등을시·도지사에게하도록함(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시·도지사에게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대한신고를받거나처분을한
내역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대한점검결과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고, 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르도록함(안제14조의2 신설)

시·도지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지·정지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수있도록함(안제13조제2항신설, 안제14조제1항및제43조제4항)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진현황

2009. 11. 16 : 법제처제출

2009. 12. 24 : 법제처법령안심사통과

2009. 12. 24 : 차관회의통과/ 2009. 12. 29 : 국무회의통과

2009. 12. 31 : 국회제출(정부발의)

2010. 1. 5 : 국회정무위원회회부

■입법추진배경

통신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의급성장에따라통신판매중개자의중개책임을강화하여
소비자피해에적극대응하고, 온라인완결서비스제도도입을통해소비자의편의와
권익을증진하며, 사이버몰에서이용되는선불결제수단의발행자에대한규제의범위를
확대함으로써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등현행제도의운 상나타난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기타 감사원의 법령개선 권고사항,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반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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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31 국회제출, 2010. 1. 5 국회정무위원회회부)



■주요내용

온라인완결서비스도입(안제5조제4항부터제7항까지) 

거래기록의보존관련개인정보의예시항목삭제(안제6조제1항) 

선불결제수단발행자에대한규제범위확대(안제8조제4항) 

개인정보도용시관련사업자에게협력의무부과(안제11조제2항) 

통신판매업신고면제규정삭제(안제12조제1항)  

통신판매업자의교육기회제공(안제12조의2) 

계약서면교부대상추가및원산지표시의무추가(안제13조제2항) 

통신판매중개자의중개책임강화(안제20조및제20조의2) 

컴퓨터프로그램무단설치행위금지(안제21조제1항) 

신용카드업자의소비자피해회복에의협력사항(안제24조제3항) 

구매권유광고전송에대한규제의일원화(안제24조의2) 

시정조치내용및 업정지요건등추가(안제32조, 제34조) 

통신판매업 신고업무 등 8개 사무의 지방이양(안 제12조, 제22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5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참여 및 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결과 보고(안 제26조
제6항및제7항, 제33조제5항및제38조제5항) 

양벌규정개선(안제44조) 

‘금융기관’이란용어의변경(안제3조제4항및제18조제2항) 

※ 출처 : 법제처 (http://inglaw.moleg.go.kr)

3. 국회 통과된 법률(안)

■소관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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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2009. 10. 29 국회제출, 2009. 12. 29 국회통과, 2010. 1. 15 정부이송)



■추진현황

2009. 5. 27 ~ 6. 16 : 입법예고

2009. 7. 9 ~ 10. 1 : 법제처법령안심사

2009. 10. 15 : 차관회의통과/ 2009. 10. 20 : 국무회의통과

2009. 10. 29 : 국회제출(정부안)

2009. 12. 29 : 국회통과

2009. 1. 15 : 정부이송

■제안이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사건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전체에
획기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는과학적·고효율의수사방법임과동시에인권을보호
하면서도강력한범죄억제역할을수행하는선진제도이므로조속한입법화가필요함

■주요내용

법의적용범위(안제5조) 

- 이 법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대상성범죄등재범의위험성이높은 11개종류의범죄를
범하여형이 확정된자 및구속되어 있는자, 범죄현장 등에유류된 디엔에이감식
시료로부터취득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집·관리를그적용대상으로한정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사무에대한관할(안제4조) 

- 검찰총장은살인등11개유형의범죄로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수형인등에
대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업무를, 경찰청장은위유형의범죄로구속 장이발부된
피의자등및범죄현장등에유류된성명불상자에대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업무를
담당하도록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보호및관리(안제3조·제4조·제14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개인식별을위해필요한사항만을포함하도록하고이외의
정보는포함하지못하도록하여국민의인권보호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수록하여관리하되,
그인적사항은익명으로하거나암호화하도록함으로써국민의사생활이보호될수
있도록함

- 디엔에이감식정보는 수사나 재판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이용범위를한정함으로써오·남용방지에만전을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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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안제5조내지제9조) 

- 수형인등에대한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는검사가하되필요한경우교정시설의
장등에게위탁할수있도록함

- 구속피의자등에대한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함

- 대상자가채취에불응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법원판사등으로부터디엔에이감식
시료채취 장을발부받아이 장에의하여채취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권보호에
만전을기함

- 디엔에이감식시료는 구강점막채취 또는 간이채혈 방식 등 신체와 명예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채취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함(안제9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검색·회보(안제10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그 결과의 회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를위하여요청한경우또는법원이사실조회를요청한경우등으로한정하되,
그검색결과를회보하는때에는그용도·작성자등을명시하도록하여디엔에이신원
확인정보의관리에철저를도모함

디엔에이감식시료의폐기(안제11조) 

- 수형인과피의자로부터채취한디엔에이감식시료는디엔에이감식이끝난후에, 범죄
현장에서채취한디엔에이감식시료는당해사건에대한판결이확정된후에는지체없이
폐기토록하여대상자의디엔에이정보가오·남용되는일이없도록하 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삭제(안제12조) 

- 수형인등에대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수형인등이재심에서무죄·면소·공소
기각의판결을선고받은때에, 구속피의자등에대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구속
피의자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 등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등을
선고받은때에직권또는본인의신청으로삭제하도록함

- 범죄현장등에대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관련사건에대한판결이확정되는등의
사유로보존·관리가필요하지아니하게된때에삭제하도록함

- 당사자가사망하는등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록근거가소멸된때에는즉시이를
삭제토록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설치(안제13조)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디엔에이 정보를 보호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는 별개의 중립적 심의기구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를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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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는국무총리소속하에7인이상9인
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부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에관한사항까지의전과정을심의함

벌칙(안제16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허위로작성하거나변개한자에대하여는7년이하의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등필요한처벌규정을둠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2009. 7. 31 : 국회제출(한나라당이한구의원대표발의) 

2009. 12. 29 : 국회통과

2010. 1. 15 : 정부이송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2013년1월1일부터폐지하는일몰조항을규정하기위함(안제49조의2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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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31 국회제출, 2009. 12. 29 국회통과, 2010. 1. 15 정부이송)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2009. 12. 28 : 국회제출

2009. 12. 29 : 국회통과

2010. 1. 22 : 정부이송

■제안이유

’08년2월정부조직의개편에따라분산되었던전자정부관련기능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혁신및융합등정보사회의새로운흐름을반 하여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구현·발전시킴으로써대국민전자정부서비스를보다효율적으로제공하며
행정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적인기반을마련하려는것임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의제공및활용(안제7조부터제24조까지)

- 전자적인민원의신청·처리뿐만아니라복지및안전, 기업활동촉진등을위한전자
정부서비스의개발·제공및이용실태조사·분석을통한효율적인관리등을규정함

행정정보의공동이용(안제36조부터제44조까지)

- 공동이용대상및방법과절차등을규정하고, 개인정보의경우에는정보주체의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따른금지행위등을각각규정함

전자정부기반의강화(안제45조부터제63조까지)

- 전자정부의 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정보기술아키텍처를기반으로전자정부사업을추진
하도록하며, 행정기관의정보자원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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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8 국회제출, 2009. 12. 29 국회통과, 2010. 1. 22 정부이송)



전자정부구현을위한시책등추진(안제64조부터제75조까지)

-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사업에대한성과분석을실시하도록하며, 전문기관에서전문적인
기술지원을할수있도록함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2009. 2. 23 : 국회제출(한나라당권경석의원대표발의)

2009. 12. 30 : 국회통과

2010. 1. 22 : 정부이송

■제안이유

정부내에각종위원회가난립하여의사결정의속도를떨어뜨리고책임행정을저해하는
한편예산의낭비를초래하고있음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同 법의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폐지(제26조의7 삭제)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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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및현황

최근, 중국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내 인권운동가들의 이메일과
Google 시스템을해킹하려는시도가발생

- 이에Google은중국철수라는강수를두었고, 미국정부는이러한Google의조치를
옹호하면서, 세계인의보편적인권리가특정국가에서만꺾일수없음을강조

뉴저지州의공화당 Christopher Smith 하원의원은인터넷의언론자유보장을위해
인터넷 통제에 대항하는「범지구적 인터넷 자유법(H.R.2271 : Global Online
Freedom Act)」을발의(2010. 1. 14) 

■주요내용

본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리스트를작성할것을명시

본 법안은 억압적인 국가에 의한 인터넷 방해 행위에 대항하는 범지구적 전략을
개발하고이행하는책무를지는새로운부서를국무부(State Department) 내에설치할
것을규정

미국무부도곧재외국민들이검열없이인터넷에접속할수있도록하기위한기술
정책을발표할예정

■시사점/ 전망

금번Google 해킹사건과본법안의미국의회발의를계기로인터넷을통한언론의
자유와 같은 사용자의 권리들이 인류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특정국가의 개별적인
상황에의해서통제받아서는안된다는논리가전세계적으로파급될것으로전망됨

※ 출처 :  http://chrissmith.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 =89690

해외입법동향II

1미국, 의회「범지구적인터넷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발의



<참고> 「범지구적 인터넷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의 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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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hibits US companies from disclosing to foreign officials of an “Internet Restricting

Country”information that personally identifies a particular user except for “legitimate foreign

law enforcement purposes”; 

본 법안은 미국 회사가‘합법적인 외국법의 집행 목적’이외에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용자를

확인하려고 하는 외국 관리에게‘인터넷을 통제하는 국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

Creates a private right of action for individuals aggrieved by the disclosure of such

personal identification to file suit in any US district court; 

본 법안은 개인식별정보의 노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개인들이 미국의 모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Prohibits US internet service providers from blocking online content of US government or

US-government financed sites; 

본 법안은 미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정지원을 받는

웹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

Establishes a new interagency office within the State Department charged with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global strategy to combat state-sponsored internet jamming by

repressive countries; 

본 법안은억압적인국가에의한인터넷방해행위에대항하는범지구적전략을개발하고이행하는

책무를가지는새로운국(New interagency office)을 국무부(State Department) 내에설치할것을규정

Requires the new Office of Global Internet Freedom to monitor filtered terms; and to work

with Internet companies and the non-profit sector to develop a voluntary code of minimum

corporate standards related to Internet freedom; 

본 법안은검열조건을모니터링하고인터넷회사와비 리부문과함께인터넷자유와관련된‘최소한의

법인 기준에 관한 자발적 코드’를 개발하는 신설‘범 지구적 인터넷 사무국(new Office of Global

Internet Freedom)’신설을 요구

Requires Internet companies to disclose to the new Office of Global Internet Freedom the

terms they filter and the parameters they must meet in order to do business in Internet

Restricting Countries; 

본 법안은 인터넷 회사들이 신설‘범 지구적 인터넷 사무국(new Office of Global Internet

Freedom)’에 개별 인터넷 회사들이 검열하는 조건들과 인터넷을 통제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위하기

위하여 충족해야만 하는 표준들을 공개하도록 요구

Requires the President to submit to Congress an annual report designating as an “Internet

Restricting Country”any nation that systematically and substantially restrict internet freedom; 

본 법안은 대통령으로 하여금‘인터넷 통제 국가’로 명명된 연례 보고서와 체계적으로 실체적으로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들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Establishes civil penalties for businesses (up to $2 million) and individuals (up to $100,000)

for violations of the new requirements; 

본 법안은본법안에서요구하는새로운기준들에위반하는사업체에게최대 200만 달러, 개인들에게는

최대 1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Mandates a government feasibility study to determine what type of restrictions and

safeguards should be imposed on the export of computer equipment which could be used

in an Internet Restricting Country to restrict Internet freedom; 

본 법안은 어떠한 형태의 제한과 세이프가드들이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 통제 국가에서 사용

되어질 수 있는 컴퓨터 장비의 수출시 부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을

정부에 강제함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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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및경위

이태리 정부는 블로그나 온라인 뉴스미디어뿐만 아니라 Google YouTube나 프랑스
동 상 사이트인 Dailymotion과 같은 웹사이트에「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음란 및
폭력 상물에대한심의를의무화하는법령안(A Decree that would mandate the
vetting of videos for pornographic or violent content uploaded by users)」을공개
(2010. 1. 22)  

■주요내용

음란물이나과도한폭력등미성년자에게해가되는모든내용을당국(Government
Authority)이심의할것을의무화

※ 본 법령안은 본 법안의 시행주체를 당국(Government Authority)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기관인지는 적시하지 않음

통신 제공업자들이 본 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Government Authority)은
해당인터넷사이트를폐쇄하거나 150 유로에서 150,000 유로($210 to $210,960)에
이르는벌금을부과

현지의전문가들은본법령안은사용자들이통제받지않고 상을올리는유튜브의사업
모델자체에도전하는것이며현이태리정부가반대세력들의움직임에신속하게대처
할수있는도구로본법령안을활용하려한다고분석

■시사점/ 전망

Google, 언론자유감시단체등은언론자유침해등의우려로본법령안의내용변경을
요구하고있어, 본법령안의시행은불투명

※ 출처 : http://www.cbsnews.com/stories/2010/01/22/tech/main6130000.shtml

1이태리, 정부「사용자들이업로드하는음란및폭력 상물에대한심의를
의무화하는법령안」제출(2010. 1. 22)



■배경및경위

프랑스의회는인터넷상불법다운로드행위에대해일정기간인터넷접근을차단하는
강력한규제법안인「창조와인터넷에관한법률수정안(Projet de loi Hadopi)」을통과
시킴(2009. 9. 22)

프랑스 정부는「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수정안(Projet de loi Hadopi)」을 전면
시행(2010. 1. 1) 

「창조와인터넷에관한법률수정안(Projet de loi Hadopi)」경과

■주요내용

불법다운로더들은본법에의거하여2번의경고를받은후인터넷을차단당함

- 본법의시행주체인정부기관‘인터넷에서의창작물배포와권리보호를위한고등
기구(Hadopi)’는일단불법다운로더에게경고이메일(Warning email)을보낸후
계속불법행위를할경우등기우편(Letter)으로공식서한을발송

- 이후또다시불법다운로드를한다면법원의제재를받음

※ 접속 차단 최종 판정을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 위임

법원은인터넷상불법다운로드시행자에대해서최단 3개월에서최장 1년간인터넷
접속차단및최대30만유로의벌금이나징역형부과

※ 처벌 이후 해당 불법 다운로더가 더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면 최단

1개월에서 최장 3개월로 차단 기간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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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창조와인터넷에관한법률수정안(projet de loi Hadopi)」
전면시행(2010.1.1)

일자 경과

2008. 6. 18

2008. 12. 10

2009. 3 

2009. 4. 9

-

2009. 5. 12

2009. 5. 13

2009. 6. 10

-

2009. 9. 15

2009. 9. 22

2010. 1. 1

국무회의 심의 통과

연방 정부 법률안 가결

국회 제출

하원에서 부결

프랑스 정부는 재상정

하원 가결

상원 가결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 본 법안 제5조 및 제11조에 규정된‘인터넷이용

중단조치’라 불리는‘단계적 대응조치’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프랑스 정부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재상정

하원 가결

상·하원 조정위원회 심의 통과

시행



자녀의불법행위를감독하지못한부모에대해서도책임을물어해당가구의인터넷
접속을한달간차단할수있으며3천750유로까지의벌금부과

인터넷회선설치시당국이다운로드여부를추적할수있는소프트웨어를설치하도록
의무화할것으로보임

■시사점

본법안은지금까지각국이채택한규제안가운데가장강력한것으로다른나라들이
마련할관련법안의선례가될것으로보임

※ 한국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여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 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

※ 출처 : http://news.yahoo.com/s/ap/20090915/ap_on_re_eu/eu_france_internet_piracy

http://www.hackinthebox.org/index.php?name=News&file=article&sid=34493

■배경및경과

입법자는「독일연방정보보호법」을개정함으로써기업활동과관련한고객정보및피용자
정보의남용과관련한스캔들에대응하여소비자및피용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
고객정보에대한거래를투명하게하도록하 음

동법은 2009년에 3회에걸쳐개정되었는데먼저 5월 29일연방의회는제1차개정을
통해(Novelle I; BT-Drs. 16/13219, 16/10581) 신용정보기관및그계약상대방(특히
금융기관)의활동및신용평가(Scoring)에대하여새로이규정하 음

제2차 개정은 장기간의 논란 끝에 동년 7월 3일 통과되었는데(BT-Drs. 16/12011
und 16/13657) 이에따라「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18개조항이변경되었음

- 주요개정내용은고객정보거래,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에대한규정, 옵트인(Opt-
in), 연계금지(Koppelungsverbot), 피용자정보보호, 위임에의한정보처리, 정보보호
책임자의해고제한등에관한규정이새로이신설되거나변경되었음

연방의회는마지막으로유럽소비자신용지침의수용을위해제3차개정(Novelle III)를
통해「독일연방정보보호법」제29조에두조항을추가하 음

911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개정동향



「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용 중 일부는 이미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었고
나머지규정은2010년4월1일에발효됨

■주요내용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해당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고객정보의 거래 또는
광고를위해처리, 가공및이용할수있음

더나아가개인에대한광고, 고객정보의거래(Adresshandel), 시장조사및여론조사를
위한정보의처리및이용에관한내용을규정함

입법자는「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개정을통해우선먼저기업에서의여러가지정보보호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자 하 는데 이를 위해 2009년 9월 1일부터 피용자
「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기본원칙을도입하고회사의정보보호책임자의법적지위를
강화

- 동법제4f조에따라중대한사유를원인으로하는즉시해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
하고는정보보호책임자를해고할수없음

- 회사의정보보호책임자는사내에서경 위원회(Betriebsrat)의위원에준하는지위를
지니며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재교육및지속교육을받을의무가있고이에대한
비용은사용자가부담하여야함

- 피용자의개인정보는고용관계를위한목적으로만수집, 처리또는이용하여야하며
이러한정보는해당자가고용관계에서범죄행위를저질 다는혐의가존재하는경우에만
범죄의적발을위해수집, 가공또는이용될수있으며이때에는항상비례성의원칙을
준수하여야함

위임에의해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대하여는요건을강화하여, 장차정보처리위탁을
하는경우에는특정사항은반드시구체적으로문서화하여야하며필요한백업조치의
이행여부를확인할의무를규정

- 위임을하는경우에는위임의대상및기간, 예상되는정보의수집, 처리또는처리의
범위, 종류및목적, 정보의종류및해당자의범위, 취해야할기술적및조직상의
조치, 정보의정정, 삭제및차단, 수임인의의무등을구체적으로정하여야함

기업이 특정한 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방정보보호당국 및 그 해당자에
대하여이에대하여통보를하여야함

2010년 4월 1일에발효되는개정법은신용정보기관에대한정보의전달및자동화된
개별결정(Automatisierte Einzelentscheidung)에대한내용을포함

- 「독일연방정보보호법」제6a조 제1항에의하면해당자에게법률효과를초래하거나
그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야기하는 결정은 개인의 평가에 이용되는 인적 정보를
자동적으로처리하는시스템에의존해서는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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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신용평가절차(Scoring-Verfahren)의 적법성에대한규정을도입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장래의행위에대한개연성의정도(Wahrscheinlichkeitswert)의평가에
대한법적근거를마련

해당자는자신에대하여저장된정보및자신에대한신용평가점수에관한정보를요구
할수있으며이와관련하여2010년4월1일부터는추후에해당자에게정보를제공하기
위하여다음과같은정보는2년간보관하여야함

- 어떠한정보가저장되었는가?

- 과거2년간어떠한정보가타인에게제공되었는가?

- 누구에게제공되었는가?

- 정보를저장한자및이에대한책임자는누구인가?

■이슈및시사점

「독일연방정보보호법」의개정내용은정보의처리와관련하여기존법률보다요건을더욱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Business Process)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예상됨

※ 출처 : http://www.presseanzeiger.de/meldungen/recht-gesetz/31345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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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Urteil v. 21.01.2009 - Az.: 25 C 280/08

■판결요지

사전에상대방의동의를받지않은전화광고는위법임

광고전화를받는자는자신의개인정보에관한포괄적인정보요구권을가짐

■판결의주요내용

광고 전화를 받는 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 요구권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개인은 자신의 인적 및 재산 관계에 관한 모든 기재사항, 저장된 정보의
출처, 정보의전달상대방, 정보의저장목적등에대한내용이포함됨

따라서 해당자는 연방정보보호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 으며 이러한
정보는어디에서획득하 느냐에대한정보를요구할수있음

피고는원고의이러한정보요구에대하여지금까지정당한사유없이는답변을하지
아니하 는데이는피고가불법으로전화광고를한다는것을반증한다고판단하 음

※ 출처 : http://www.anwalt.de/rechtstipps/umfassender-datenschutzrechtlicher-

auskunftsanspruch-bei-cold-calls_005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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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불법전화광고에대한포괄적정보요구권

판례및사례III



■배경및경위

‘Zelnik’위원회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에게 디지털 시대에 음악, 화 및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온라인 광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제출(2010. 1. 6)

※‘Zelnik’위원회 :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수정안(Projet de loi Hadopi)」과 관련된 교육 및 제재

조치를 보완하는 조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프랑스 문화부 장관에 의하여 2009년 설립되었으며 음반

제작자, 프랑스 소더비 경매회사 회장, 전 문화부 장관 등으로 구성됨

■주요내용

‘Zelnik’위원회는동보고서를통하여불법다운로드에의하여피해를입은음반, 화
등문화산업계에연간3천5백만유로에서4천만유로상당의보호조치(온라인음악의
합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캠페인, 음반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등)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이를위한재원확보를위하여다음과같은두가지방법을제안

ⓛ同 보고서는 불법 다운로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음반, 화 등 문화산업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금을 징수할 것을 제안. 일명“구 세금(tax

Google, Google tax)”이라 불리는세금으로서, 보고서는검색엔진또는포탈의온라인

광고 수입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함. 해당 검색 엔진 및 포탈의

설립지와관계없이, 검색엔진의광고, 배너또는스폰서링크가프랑스내에서클릭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됨. 따라서 세금 대상에는 주요 검색 사이트인 Google, MSN 및

Yahoo가 모두포함됨

②同 보고서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고려 하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 그러나

ADSL 전화, 인터넷 및 TV의 동시가입(Triple play)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고려

할 것을 권고함. 현재 프랑스는 ADSL 동시 가입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보고서는부가가치세율인상을통해천만유로이상의재원이확보될것으로예측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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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 「온라인문화재산보호및합법적이용촉진을위한보고서」발간
(201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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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유튜브(YouTube)와 데일리 모션(Daily Motion)과 같은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사이트가콘텐츠를무제한이용할경우해당컨텐츠의라이센스를구입하여야
한다고권고함

보고서는 15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 층의 합법적 다운로드를 촉진하기 위한 음악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의 도입을 제안함. 2010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인
同제도는모든인터넷사이트에서음악을다운로드받을수있는온라인음악카드를
이용하여 음악을 구입하는 방식임. 음악카드는 50유로이며 이 중 20유로는 정부에
의하여, 5~10유로는동제도에참가하는음반회사에의하여충당됨. 따라서이용자는
카드가격의절반정도를부담하게됨

서적류에 대하여 동 보고서는 모든 출판사가 동일한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할 것과
온라인서적판매가격을통일할것을권고

■이슈및시사점

문화계는 동 보고서의 내용에 찬성하 으나 Google 프랑스는 세금부과 방식보다는
인터넷시대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기위하여문화계종사자들이노력하는
것이중요할것이라발표함. 현재동보고서는문화부에서검토중임

※ 출처 : ‘Zelnik’위원회, 르 몽드(http://www.lemonde.fr/), 리베하시옹(http://www.liberati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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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Focus

•EU의 미래인터넷 전략과 시사점

•美 행정부와 글로벌 IT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및 전략 분석

•비영리 단체의 미디어 활용
실태 조사

•앱스토어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유럽의 디지털 전환 동향 및
시사점

Net Trend

•영국,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 및
기관 설립

•중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 본격 착수

•영국, 정보위원회(ICO) 정보보호
연중보고서 발표

•온라인 맞춤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안 발표

•일본의 미래인터넷 추진 동향

•Augere社, 이머징마켓
WiMAX 서비스 본격 개시

•日 총무성, 모바일 TV 주파수
추가 할당 착수

Net ABC

•MS 검색엔진 빙(bing)

Net Stats

[국내 주요 통계]

•국내 해킹·바이러스 침해현황

•국내 스팸 수신량조사(휴대전화
/이메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터넷이용
실태 비교

[해외 주요 통계]

•미국 아동 온라인 활동 현황

•국가별 매체 신뢰도 지수 조사

•중국 인터넷발전상황 통계 보고

•전세계 광대역 보급률 전망

DDoS특집

•7.7 DDoS 침해사고 대응경과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DDoS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ISP의 역할과 대응기술

Net Focus

•’09년 상반기 주요국 정보보호
정책 동향 및 체계

•탈근대 사회와 인터넷 문화의
발전방향

•중남미 LTE 전환 증가 속,
WiMAX 시장기회 발굴

Net Trend

•美 국가정보국, 「2009 국가
정보전략(NIS)」발표

•시만텍社, 인터넷 보안위협
TOP 10 발표

•미래기획위원회, 「IT KOREA 
5대 미래전략」발표

•디지털생태계 변화와 소비자
이슈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넷
정책

•인터넷, 사회·문화·제도 등
총체적 접근 필요

•미국 3스크린(TV, PC, 모바일)
시청 현황 분석

•EU, 2010년 LTE 프로젝트에
1,800만 유로 투자

Net ABC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Net Stats

[국내 주요 통계]

•국내 해킹·바이러스 침해 현황

[해외 주요 통계]

•미국의 7월 피싱·스팸 현황

•영국의 2009년 커뮤니케이션
시장 현황

•경기 침체기의 인터넷 활용
조사 -「The Internet as a
Diversion」

•미국의 인터넷 기반 정치·사회
참여 조사 -「The Internet
and Civic Engagement」

•美 브로드밴드 속도, 한국에
15년 뒤져

특집

•모바일 센서 환경에서의 정보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복제
노드 탐지 방법

Net Focus

•스마트 그리드 추진 현황 및
이슈 분석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의미와 생산적인 활용

•인도, 3G 및 WiMAX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Net Trend

•EU, 3대 개인정보보호 중점과제
제시

•가트너, 2010년 IT 분야 전략
기술 Top 10 발표

•국내 포털 사장단, 인터넷
자율 정화 약속

•미국 FCC, 망 중립성 규제 확대
적용 방침 시사

•미국 'TV EveryWhere' 서비스
출시의 의미와 전망

•노르웨이 DMB 기반 모바일
TV 현지에서 호평

Net ABC

•인터넷 삼진아웃제의 득과 실

Net Stats

[국내 주요 통계]

•국내 해킹·바이러스 침해 현황

[해외 주요 통계]

•인터넷현황보고서

•스팸발송 봇넷 현황

•日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이 FTTH 이용자

2009.9 1호(창간특집) 2009.10 2호 2009.11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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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Focus

•인터넷광고 유통환경 선진화 방안

•전환기를 맞은 인터넷 산업의 신 성장기회 모색

•중남미 모바일 TV 기술 표준 경쟁 현황

•해외 신규 WiMAX 사업자의 성공요인 분석

Net Trend

•미국 FCC, 브로드밴드 연구 결과 발표

•핀란드, 인터넷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

•2010년 말 IPv4 주소 고갈 예정

•미국 FCC, 무선 인터넷 활성화 정책 발표

•미국 DHS, 국가 사이버보안 인식의 달 시행

•미국 NIST, 중·소규모 기업의 정보보호 원칙 발표

•미국 DHS, 신규 사이버보안통합센터 개소

Net ABC

•모바일 위치기반 광고

Net Stats

[국내 주요 통계]

•국내 해킹·바이러스 침해 현황

[해외 주요 통계]

•주요 보안위협 동향 보고서

•국가별 스팸 동향

•미국 인터넷 이용자의 트위터 이용 현황

Net Focus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IPTV 주요 이슈 및 전망

Net Term

•이동통신 기술 발전 과정

Net Trend

•유럽 연구팀, 동영상 시멘틱 검색 기술 개발

•스위스 정부, Google ‘Street View’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제기

•영국, Ofcom의 2010/11년 핵심 9대 과제

•영국,「디지털경제법 최종안(Digital Economy Bill)」발표

•중국, 2009년 3분기 인터넷 발전 동향 발표

•TeliaSonera, 세계 최초 LTE 상용 서비스 개시

•ENISA,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한 보고서 발간

Law&Case

•인터넷 법제 동향

▷국내 입법 동향

▷해외 입법 동향

▷판례 및 사례

▷국외 이슈 및 단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sa.or.kr와 www.securenet.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9.12 4호 2010.01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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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시큐리티이슈>는 고품질의전문정책지를제공하기위해독자여러분들의 IDEA를

받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만족도와 함께 다음호에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사항등다양한의견을담아보내주시기바랍니다.

독자엽서 외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독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사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채택되신분께는, 감사의 마음을담아소정의상품을보내드립니다.

•온라인 독자코너 이용
KISA 홈페이지(kisa.or.kr), 시큐어넷 홈페이지(www.securenet.or.kr)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3번지 대동빌딩 1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담당자 앞

1월호 주요 독자 의견

- 보고서 디자인이 더욱 세련되어지고 201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 받는 순간 펼쳐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내용의 보고서 기대하겠습니다.

- 작년에 비해 더욱 얇아져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 좋습니다. 법 관련 전문적인 내용도 추가된 것도
맘에 드네요.

- 내용이 조금 어려운감이 있어서 좀더 쉽게 설명해주시거나, 관련 분야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쉬운 단어라도
주석을 많이 달아주셨음 합니다.

★<인터넷&시큐리티 이슈>는 독자 여러분들의 자문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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