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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보호 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특허 및 표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하여, ICT 융합의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융합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장 현황을 진단하며, 기술별

로 주요 기능과 보안대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외대비 국내 기술 및 표준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

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와 지적재산권의 보유 현황을 분석한다. 모든 분야에서 아직은 국외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

지 못하나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국내 역량을 활용한 선도 전략의 마련과 시장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분야에서의 M2M 보안 프레임워

크,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 보안 기술 및 클라우드에서의 보안관리 및 신뢰 클라우드 연동 보안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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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for internet of things(Iot), big data and clo

ud services is analyzed, and the detail policy is proposed to be leader in area of patents and ICT standard. The conc

ept of ICT convergence is defined frist, market and current state of technology for three convergence services is the

n analyzed, and finally main function and security target for each technology are presented. The evaluation criteria a

nd IPR are analyzed to diagnose the level of patent and standard for the technology. From the results, even though

the domestic competence is inferior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y, the efficient policy should be presented by

using our capability for the big data and cloud. Furthermore,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IoT and cloud is ne

eded in advance considering the market-technology influence effects. In addition to, M2M security framework in IoT,

data security in big data and reliable networking in cloud should be develop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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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타 산업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

ons Technology)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8]. 예들 들어 자동차와 ICT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텔레매틱스 및 전기 자동차, 방송과의 융

합 서비스인 IPTV, 모바일 분야에서의 DMB 등 다양

한 서비스들이 개발, 제공되고 있고 최근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및 클

라우드(Cloud) 서비스들이 개발됨에 따라 타 산업과

의 융합의 가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ICT 융

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천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 방안, 법제도 정비, 표준화 지원, 비즈니스 모

델 발굴 등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 전에 각각의 서

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보호 기술 개

발의 요소와 이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ICT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IoT, Big Data, Cloud 세 가지 융합

기술에 대한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보호 기술의

개발현황을 분석하며. 기술 선도화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ICT 융합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정보화기본계

획에서의 융합 서비스와 Gartner[14]에서 발표한 신기

술을 분석한다. 그리고 세 가지 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대상을 제시하고 국내 역량을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I

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유 현황으로부터

진단하고 ICT 융합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ICT 융합 서비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의[10]에 따르면 ICT

융합이란 <표 1>과 같이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

는 산업 생태계로 정의되며, 이는 18세기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이어 향후 우리의 모습인

융합의 시대를 대변하는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

다.

<표 1> ICT 융합의 정의

ICT 융합(Convergence)

ICT의 sensing, networking, computing, actuatin
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embedded)
되어 타 산업의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
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하

여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었으며, 최근 국가정보화기본

계획[3]에서, <표 2>와 같이 M2M 또는 IoT 환경에

서 디지털 창조한국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ICT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2> 디지털 창조한국의 이미지

이
미
지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제
신뢰속에 상생하는 디지털 풍토
살기좋고 걱정없는 국민생활

서
비
스

스마트
시티즌

인터넷에서 누구나 참여와 협력
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생산하는
집단지성 발휘

모두 누리는
정보복지

노인과 장애인 등 누구나 차별없
이 인터넷 환경에 접속하여 다양
한 콘텐츠 활용

창조적
교육환경

다지털 교과서로 수학, 과학 등의
원리를 문제집 없이 알기 쉬운 동
영상으로 실시간 학습

스마트 의료
서비스

모바일 디바이스로 건강상태를
실시간 체크하고 관리 받을 수 있
는 편리한 원격진료 서비스

지능형
사회안전망

예측불가능한 재난재해 발생시
지능형 CCTV와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대피

지능형
홈 서비스

주요 생활가전과 스마트 디바이
스가 연결되어 실시간 관리가 가
능한 지능형 홈 구현

모바일 행정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이용

스마트
소상공인

태블릿PC와 SNS로 실시간 재고
확인과 온라인 판매를 하는 등 소
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스마트 쇼핑
웨어러블 기기, 센서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쇼핑정보를 획득하고
결제하는 등 생활환경의 첨단화

1인 벤처
창조기업

인터넷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
의적 아이디어의 현실화가 가능
한 창조기업 확산

그리고 <표 3>은 Gartner에서 발표한 연도별 10대

전략 기술이다[14]. 그 중에서 사물인터넷, 보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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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분석과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컴퓨팅에 대해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Gartner의 10대 기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미디어 태블릿
모바일
서비스

다양한
모바일 기기

컴퓨팅
에브리웨어

모바일 중심
애플리케이션
과 인터페이스

모바일앱과
HTML5

모바일앱과
애플리케이션

사물인터넷

상황인식 소셜
결합 사용자
경험

퍼스널
클라우드

만물 인터넷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서비스

브로커로서의
IT

보편화된
첨단분석

앱스토어와
마켓플레이스

하이브리드
IT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아키택쳐

콘텍스트
리치 시스템

차세대 분석
전략적
빅데이터

퍼스널
클라우드

스마트 머신

빅데이터 실용분석
소프트웨어
정의 서비스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컴퓨팅

인메모리
컴퓨팅

인메모리
컴퓨팅

웹스케일IT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저전력 서버
통합
생태계

스마트 머신 웹스케일IT

클라우드
컴퓨팅

엔터프라이
즈

앱스토어
3D 프린팅

리스크 기반
보안과
자가방호

- 사물인터넷(IoT):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

여 사물간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로써,

산업용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이

용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자동차 보험 도 운전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보험금을 다르게 지불할 수 있다. 20

20년까지 25억개 이상의 사물이 IoT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IoT의 확산으로 기업들은 데이터의 흐름과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7,9].

- 보편화된 첨단분석(Big Data): 최근 5년간 데이

터라는 주제는 항상 Gartner 10대 전략적 기술로 나

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에 대한 가치는 높아

지고 활용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임베디드 시

스템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기업내의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4,11].

-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컴퓨팅(Cloud): 사용자 애

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클라우드 기술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여러 개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Gartn

er사에서는 미래에는 게임과 기업 애플리케이션 등도

스크린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며, 웨

어러블 및 타 기기들을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

로 이 기술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2,5,6,1

6].

마켓스앤마켓스[12,13]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표

4>와 같이 국외 시장이 2012년 29조원에서 2015년 47

조원으로 연평균 1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

내는 연평균 26.6%의 성장으로 135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Machina Research에 의하면[3,9], 세계 사

물인터넷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하여 1

조 2,000억 달러에 달하고, 국내 시장은 2020년에 22

조 8,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사물인

터넷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 수준으로 이동통신사

를 중심으로 물류 추적, 원격 검침 서비스, 공공서비

스 등이 주를 이르고 있으며, 소비자 시장으로는 아직

까지 크게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다[3,9].

<표 4> 사물인터넷 시장

구분 2012 2013 2014 2015 CAGR
(%)

국내
(억원)

57 72 103 135 26.6

국외
(조원) 29 36 42 47 11.9

국내의 빅데이터 시장은 2018년에 약 7,681억원으

로 매년 약 12% 성장이 예상되며[4], 그 중에서 빅데

이터 보안 시장은 약 700억원(9%)으로 전망된다. 특

히 국가 주도의 스마트 정부 구축에 따라 빅데이터

보안 솔루션 확보를 위한 수요가 크게 성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외 빅데이터 시장은 2018년에 약 698억

달러로 매년 약 12.3% 성장이 예상되며, 빅데이터 보

안 시장은 2018년 약 7억 달러(1%)로 전망된다. 특히

인터넷 포털, SNS 업체, RFID 센서 데이터 처리 업

체, 금융/증권 분야, 공공 분야,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등에서 빅데이터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수요가 급격

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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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클라우드 시장의 국내외 규모 및 전망을

나타낸다[1,9].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천이 되

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2012년 38조 3,000억원에서 20

17년 110조 2,000억원으로, 국내 시장은 2012년 3,500

억원에서 2017년 1조 2,0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클라우드 시장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

국내
(조원) 0.35 0.5 0.7 0.8 1.0 1.2 27.9

국외
(조원) 38.3 48.7 61.0 75.6 92.9 110.2 23.5

3. 융합 정보보호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보

호 기술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10,15].

(1) 사물인터넷 보안

- 모든 사물에 통신기능이 부착되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는 M2M 등 사물지능통신 기술이 원격검침,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널리 보급됨에 따

라, 프라이버시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 현재 ETSI, 3GPP, ISO/IEC, ITU-T 등의 국제 표

준화 기구에서 네트워크 기능 구조 및 서비스 요

구사항 등 사물인터넷 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정보보호 등 서비

스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에 대한 표준

화가 추진되고 있음

(2) 빅데이터 보안

-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

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

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

키텍처

-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중요한 데이터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한 빅데이터 암호화, 실시간 접근 제어, 빅

데이터 관리 메커니즘 및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기술

(3) 클라우드 보안

- 가상화와 분산처리를 통해 대규모 IT 자원 풀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

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

기술

-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가상화, 클러스터 관

리, 분산 시스템, SOA(Service-oriented Architec-

ture), 보안 등의 분야에서 구글을 선두로 아파치

software 재단, 아마존, 야후 등이 앞 다투어 다양

한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음

세 가지 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의

주요 대상은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기능 및 보안 대상

분류 기능 보안 대상

사
물
인
터
넷

IoT·M2M 통신
프라이버시보호
프레임워크

사물지능통신 환경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을 정의하
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프
레임워크 및 대응방안

빅
데
이
터

암호화,
관리(접근제어, 보호,

모니터링),
리스크관리

빅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
화, 데이터 관리, 리스크 관리

클
라
우
드

클라우드 보안관리
및

관제 기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컴플라이언스의 운
용, 침해사고에 대한 실시간 모
니터링과 대응절차에 대한 체계

가상네트워크
침입탐지 분석을
위한 보안기준

가상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를 분
석하기 위한 기반체계와 에이전
트, 데이터베이스, 분석 논리 등

클라우드
응용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및 컴퓨터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복구, 안전한 클라우드 연동, 서
비스 연속성 보장

4. 현황 분석

세 가지 기술에 대한 국내외 개발 현황을 진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6가지 평가 기준을 정한다.

A: 국외대비 국내 표준화 수준

B: 국외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C: 국제 표준화 국내 기여도

D: IPR 확보 가능성

E: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F: 국내 ICT 정책 부합성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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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기준(Cloud_mgmt), 네트워크 보안(Cloud_networ

k), 응용 보안(Cloud_app)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

림 1]은 융합 서비스들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을 나타

낸다. 이 결과는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표준화 현황,

관련 문헌 조사,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한 결과[10]를 나타내며 5점 척도로 산출하였다

[3]. [그림 1]에서 A(국내 표준화 수준)와 B(국내 기술

개발 수준)를 보면, 모든 서비스에서 아직은 국외 선

진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정보보호 기술 개발 현황

<표 7>은 평가기준별 수준이다. 모든 서비스들의

수준이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물인터넷은 IPR

확보 가능성 역량(D)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다른 평가

기준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의 경우, 국

제 표준화의 국내 기여도(C)는 약하나, 다른 기준에서

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7> 평가기준별 수준

기준 상위(Best) 하위(Worst)

A IoT, Cloud_network Bigdata, Cloud_app

B IoT, Cloud_network Bigdata, Cloud_mgmt,
Cloud_app

C IoT Bigdata, Cloud_mgmt

D Cloud_app Bigdata, Cloud_network

E IoT, Cloud Bigdata

F IoT, Cloud Bigdata

[그림 2]는 융합 서비스별 국내외 특허, 표준화 등

의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

유 현황이다.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IPR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많으며, Big data 분야에서는 국내

IPR이 많으나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외 IPR의 수가

국내에 비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건수)

세 가지 융합 기술에 대한 기술 선도 전략을 요약

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기술 선도 전략

분류 세 부 전 략

사
물
인
터
넷

스마트폰, M2M 등 융합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 출
원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화 이전에 M2M 통신 기술
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보안 기술에 대한 특
허 기술 확보
사물인터넷 통신의 본격적인 활성화 이전에 기본이
되는 보안 요구사항,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를 먼저 추진
이를 기반으로 M2M 통신 기술에 적용할 보안기술 개
발 및 특허 확보 후 표준화를 함께 추진
M2M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 기술 확보 및
표준화 선행
미래 인터넷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구조, 보
안기준 등) 제시

빅
데
이
터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기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우수 IPR 개발 및 확보
세계적인 빅데이터 관련 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
표준화 항목을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우수 국제
특허 및 표준화 추진
빅데이터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암호화, 관리, 리스크
관리 기술 표준화를 우선 추진

클
라
우
드

클라우드 컴퓨팅은 빅데이터 처리 및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해당되며, 스마트 네크워크에 적용 가능한 보
안 기술에 대한 IPR 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
항의 기준 및 절차 확보
국내 스마트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 보안 요구사항
및 절차를 고려하여 IPR 확보 및 표준화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기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우수 IPR 개발 및 확보
빅데이터와 관련된 IPR 및 표준화 기술을 분석하여
우수 국제 특허 및 표준화 추진
클라우드 보안관리 및 관제 기준을 마련하고 침해사
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대응절
차에 대한 체계 마련
가상네트워크 침입탐지 분석을 위한 보안과 신뢰 클
라우드 연도 보안 기준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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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에서는 M2M 통신 기술에 대한 핵심 특

허와 표준화 선도 전략이 필요하고, 빅데이터에서는

앞선 IPR을 토대로 국제 특허와 표준화를 공격적으로

개발하여 관련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

고 클라우드 보안 기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에서 국외 선진국들의 IPR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확

보 전략이 요구되며, 빅데이터 표준화 기술과 연관된

특허와 표준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우

리나라가 세 분야에서 ICT 융합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보호 제도 및 체

계와 연계하여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연구되어야 한

다. <표 9>는 위와 같은 기술 선도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개선과 변화 내용을 나타낸다. 이 결과

는 2014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3,10,11,12]이며, 선도

전략 적용 후 2015년에 변화·개선 값을 나타낸다. 기

술개발 현황에 대한 6가지 평가기준의 평균값을 기준

점수로 나타냈으며, 표준화와 기술개발 수준에서 선진

국의 100%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의미하고

105%는 선도적으로 전략을 적용한다면 선진국을 앞

설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9> 기술선도 전략 적용 전후 비교

분류

IoT Big data Cloud

전 후 전 후 전 후

기준
점수

3.42 5.00 2.63 5.00 3.17 5.00

표준
화수
준

60% 105% 40% 80% 40% 80%

기술
개발
수준

60% 100% 40% 75% 40% 75%

정성
적
개선

사물지능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
시 침해 위협 대응이 가능
방대한 빅데이터의 신뢰성과 보안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빅데이터 활용 지원이 가능
클라우드 병합에 의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
워크 가상화로 공간 및 이용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임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 현황과 정보보호 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 개발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물인터넷에서는 M2

M 통신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특허와

표준화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빅데이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앞선 IPR 보유 실적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호 기술개발과 국제 특허와 표준화를 공격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의 경우 국외 선진국의

우수 원천기술을 확보(신뢰 클라우드 연동, 보안관리

및 관제기준 등)하여 국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Gartner가 제시한 IC

T 신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기술의 요소와 개발 및

표준화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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