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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서비스 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IoT 서비스 산업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인류의 삶 속에서의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경쟁도 글로벌 경쟁, 생태계 경쟁으로 그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의 플랫폼 선점과 고도의 생태계 발전 전략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생태계 구축 비전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IoT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네트워크에서의 IoT 서비스 연동이 요구되고 있다. IoT 보안 프로토콜은 무선과 유

선을 연계하는 게이트웨이(Gateway)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모든 내용이 누출되는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어 종단간 보안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oT와 인공지능(AI)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의 현

황을 살펴본 후,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안 산업과 관련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caused by the IoTand AI

Jang-Hwan Kim*

                                  

ABSTRACT

Recently IoT(Internet of Things) service industry has grown very rapidl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IoT service industry as well as new direction of human life in future global society. Under these changing market con-

ditions, competition has been also changed into global and ecological competition. But compared to the platform initiatives

and ecological strategies of global companies, Korean companies' vision of building ecosystems is still unclear. In addi-

tion, there is a need of internetworking between mobile and IoT services. IoT security Protocol has weakness of leaking

out information from Gateway which connected wire and wireless communication. As such, we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IoT and AI service ecosystem in order to gain strategic implications and insights for the security industry in this paper.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 Machine Learning, Security,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Platform

접수일(2017년 11월 9일), 수정일(1차: 2017년 12월 27일),

게재확정일(2017년 12월 29일)

* 성결대학교 공과대학 미디어소프트웨어학부



94 융합보안 논문지 제17권 5호 (2017. 12)

1. 서 론

1999년 Kevin Ashton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란 신조어를 창안한 이후, 18년여가 지나면

서, IoT가 상업적으로도 확산되어져 오고 있다. 최근

통신시장은 구글이나 애플 등의 비통신 기업이 주도하

는 혁신 및 개방에 따라 전통적 통신 사업에서 정보통

신 기술을 포괄하는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다[1].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통신 분야의 네트워크 전송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단말/플랫폼, 콘텐츠/애플리

케이션 등 가치 사슬 전 영역의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중심이 기존의 네

트워크 전송 부문에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단말/플랫

폼 및 IoT와 AI 융합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2][3][4]. 모바일 및 무선 전송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클라우드(Cloud) 컴퓨팅기술의 성숙화로 인해, 이제는

IoT와 AI 기술이 더욱 광범위한 응용 서비스로 확장

가능하게 되었다[5][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oT와 AI

서비스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 기술들의 진화로

인해 초래될 보안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oT, 3장에서는 AI기술의 현황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IoT와 AI기술이 초래할 보안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시사

점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

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사물인터넷

2.1 사물인터넷의 개념

IoT는 사물에 센서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구조를

부착하여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사용자의 조

작을 통하여 사물에게 행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물

에게 센서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7].

2.2 사물인터넷의 현황

가트너(Gartner, Inc.)는 IoT 기기가 2020년에 약 250

억 대로 늘고 부가가치가 약 20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Cisco는 2020년에 이르면 25억 명의 사람과

370억 개 이상의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2030년

에는 500억 개의 사물들이 연결되는 IoE(Internet of

Everything)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8]. IDC는

IoT 기기 수가 향후 17.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 2020년 IoT 시장규모 전망

외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상품의 종류는 일반 생활

용품부터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미국의 주유소의 경우,

주유를 하기 위해, 점원에게 가서 주유할 량을 지불을

하고 주유하던 것이, 점원 없이 주유기에서 결제까지

하고 영수증이 발행되고 있다. P와 S 두 주유소의 경우

를 비교하면, P는 주유할 량을 계산하여 점원에게 가야

하는 반면, S는 주유량을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주유

기가 자동으로 만충량까지를 계산해서 주유가 되고 결

제까지 다 된다. Google에서는 Gmail과 Calendar App,

Navigation App, GPS sensor를 연동하여, 처음 방문하

는 곳을 편리하게 방문을 하게 해 주고 있다. 운전하여

가는 중에도 전방 경로의 실시간 사고 발생 상황도

Navigation에 알려주어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장치들은 그 데이터

를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공

하는 것이다.

3. 인공지능

3.1 인공지능의 현황

AI는 1980년대에는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개발이 산업계에까지 확산되어졌었으나, 이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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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추론 방식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룰베이스(Rule Base)로 코딩하여, 사전에 입력시켜 놓

은 경우의 수 이내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었다. 전문가시스템 이후 AI는 산업계 확산이 저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근래 수 년전 부터 다시 AI가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데이터의 대용량화와 컴퓨팅 파워의 증

가는 기존 AI 분야의 알고리즘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병렬컴퓨팅 기술의 성숙

을 넘어서서, 이제는 양자컴퓨팅 기술로까지 발전을 거

듭해 오고 있다.

3.2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근래 산업계에서 응용되어 지고 있는 AI기술은 주로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다. 바둑 대결에서 인공

지능 AlphaGo가 승리한 원인은 무엇인가 ? 바둑의 첫

수를 주고받는 경우의 수만 12만 9960가지이며, 산술적

으로는 24!의 대국이 존재한다. 한 개의 대국을 계산하

는 데 1초가 걸린다고 쳐도, 모든 가능한 대국을 계산

하는 데는 3 x 10464년이 소요된다. AlphaGo는 바둑의

다음 수를 위해, 프로기사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착수

하는 지점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AlphaGo는 50개의 GPU를 사용하여 3주 동안 서버에

서 6 ～ 9단의 기보 16만 개를 학습하여, 추출한 2940만

개 위치에서 2940만 개의 착수 지점을 학습하였다. 인

간 기사가 1년에 둘 수 있는 대국을 1,000회로 가정한

다면, AlphaGo가 학습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약 160

년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다. AlphaGo가 바둑을 배우기

위해 사용된 딥러닝 기술은, 주어진 빅 데이터를 기반

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이다. AlphaGo 이전의 AI

바둑 프로그램들은 모든 가능한 수를 입력하여, 그 데

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방식인데 비해, AlphaGo는

기보를 학습하여, 각 상황에 대한 패턴을 찾고 학습해

나가는 비지도 자율 학습법을 사용한다. 이 빅 데이터

기반 기계 학습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응답 시간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컴퓨터 처리 능력의 고도

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다시 AI가 확

산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연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구글은 이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삼성전자는

베트남 현지 공장과 한국 본사 사이의 두 나라 국어 통

번역 시스템에 응용하였다. 딥러닝 기술은 기존 단층

구조 신경망에 계층 수를 증가시킨 다층 구조 신경망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패턴을

인식하거나 추론을 가능하도록 활용하는 기술이다. 다

층 구조 신경망 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오류 역전파

(Error 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이 사용된다[9]. 학

습의 단계는 먼저 학습 패턴을 입력하여 신경망의 출력

을 계산하고, 그 출력값과 목표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오차값을 역 방향으로 전파시키면서 연결 강도를 변경

하면 된다[10][11].

4. 사물인터넷과 AI가 가져올 보안

산업 구조의 변화

4.1 수요 공급 시장의 분석

IoT와 AI가 가져올 산업 구조의 변화를 경제 이론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작동 원리

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현재 전세계 모든 산업에서 수

요 대비 초과 공급 상황이 형성되어져 있으며, 이로 인

해 동일 업종 산업 내에서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의 수

가 감소되어져 가야 하는, 산업의 심화기를 겪게 되어

져 갈 것이다. 몇 년 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

던, 우리 나라 조선 관련업의 심각한 위기도, 조선 관련

업 기술 자체의 중요도가 다른 대체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 년 전 나타났던

심각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른 선박 물류 이동 수요

의 감소와 유가 하락에 의한 플랜트(plant)선박 수주량

수요의 전세계적인 감소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조선 관

련업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연쇄적으로 철강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철강업의 위기가 유발된 것이며, 연쇄

적으로 해당 지역 경제의 침체가 연쇄적으로 타 산업

부문으로 계속 확산되어진 현상이다. 기존에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유하고 있던, 우리 나라의 자동

차, 정유,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경쟁력 하락이 지속적

으로 확산되어져 왔다. 저자가 현재 미국 생활을 통해

관찰한 결과,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

위를 잃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산 자동차의 기술

력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과잉 공급되고 있는 미국 자

동차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 사고시 보상 체

계 등에서의 열세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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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라의 경우에는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국가 부채

등의 경제 주체의 부채의 증가가 소비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악순환이 초래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는 실물과 금융 측면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데,

금융 측면에서도 분석해 보면, 이미 일본은 보험 업종

산업 내에서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의 수가 14개에서

4개로 감소되어졌다. 이러한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

로는, 과거 고금리 시기에 계약했던 보험 상품들의 만

기가 도래하여,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고금리 시기 계

약 당시 이자율로 지급해야 하는 데, 지급 시점인 현재

는 저금리 상태여서, 금리 차이에 의한 경영 손실은 갈

수록 커져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

리를 채택했으며, 아주 장기적으로는 전세계 각국 금리

는 하락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적 상황이다. 이

러한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는 상

황에서, 생존을 위해 개별 기업은 IoT와 AI 기술을 접

목시켜, 기존 기업 형태로부터 고급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화를 통한, 기존 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어져 갈 것

이다. 구글은 보일러 온도조절장치 기기를 만드는 Nest

를 유튜브의 두배인 3조를 들여 인수했으며, 페이스북

은 가상현실 체험기기를 만드는 오큘러스를 2조를 들

여 인수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왜 하드웨어를 제조하려 할까? 과거에는 구글, 삼성, 통

신사가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이젠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SKT는 AI 암진단 한글화 시스

템을 상용화하고 있다. 심지어 완구업체조차 디지털을

흡수하며 새로운 시너지를 내고있다. 비IT기업들이 IT

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이 개발한

DASH는 집에 있는 생필품을 이것 하나로 쇼핑할 수

있게 만들었다[12]. 기존의 산업에 IoT를 이용하여 타

경쟁사의 매출을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유통시장조차

IT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린다[13]. 이것이 지

금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변화이다. IoT는 빅데이터

(Big Data)와 연결이 되는데, Nike+의 경우 사람들의

운동지역, 시간 등을 데이터화해 이를 축적시킨다. 그

리고 이 데이터가 수 만 명의 데이터가 된다면 각자의

개인성향 분석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갖

추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과 이

윤을 창출해낼 수 있다.

4.2 보안 산업과 관련한 전략적 시사점

미국에서 한국의 예금 은행 site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한국의 은행 site에서 ActiveX 방식의 보안 설정을 해

놓은 경우, site접속 차단이 일어나고 있다. 공개키 기

반의 인증서를 통해 송금 처리하고 있으나, 이미 미국

의 은행 site 간에는 송금 수취인의 이메일 주소 만으로

보안 처리하여 송금하고 있다. 공개키와 비밀키 기반의

기존의 보안 기술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광자를

이용한 양자 암호키 분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한

국 정부에서는 DMZ에 IoT 장비를 설치하여, 중앙 관

제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나, 수집한 정

보를 중간에서 관할하는 게이트웨이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다. 미국의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이중지불 방지 시스

템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나의 숙박 예약 site가 이중

출금한 것을 기 출금된 은행을 통해 환불 받았다.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발생

하고 있다. 심지어 물리 보안 분야도 IoT와 AI 기반으

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비회사인

G4S의 경우, 경비 대상자에 대한 바이오 인증은 물론,

이미 빅데이터, AI, Cloud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대상

업종 별 보안 절차 매뉴얼을 구축하여, 자사의 보안담

당 인력을, 다양한 산업군에 파견하고 모바일로 업무를

운용하고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의 기술에

서 사이버 보안 기술은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 기술이

다. 이처럼 IoT는 기존에 측정할 수 없었던 것을 측정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전개될 것이다. 구글의

Nest인수는 단순히 보일러 온도조절장치를 인수한 것

이 아니다. 그들은 제조사가 아닌, 보일러 이용자의 패

턴을 분석하고 이를 알아서 관리해내는 Machine

Learning 기술을 인수해낸 것이다[14]. 이처럼 웹 시대

에는 수동적이었던 시스템이 IoT 시대에는 능동적 시

스템이 된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 사용자는 굳이 별도

로 명령을 기계에 내리지 않아도 된다. 즉, 기계를 구동

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사물 인터넷의

하드웨어는 평소에 자동으로 현실계의 정보들을 센서

로 인식해서 정보를 축적한다.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동작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를 처리한 이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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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 없이 자동

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이처럼 IoT와 AI 기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IoT와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기존

기업은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로봇 산업은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

이다. 모바일 플랫폼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부터 시작

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IoT와 AI 기술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모바일 관련 산업을 넘

어서서, 비IT기업의 고급 서비스 IoT기업화와 지속적

인 노동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로봇은 기존

의 노동자를 대체하고 단순 노동직의 종사자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할 것이다. 공장을 가동하는 인력과 택배

종사자들,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과 여러 노

동직들이 로봇으로 대체되어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

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

다.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운용하는 전문지식

을 가진 이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단순 노동

직은 로봇이 대체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위해 필요

로 하는 고급 인력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비IT기

업이었던 제조업이 과거에 제공하지 않던 고급 서비스

를 제공하는 IoT기업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산업간 경

계는 계속 붕괴되어져 갈 것이며, ‘이세돌 vs 인공지능

AlphaGo' 의 바둑 대결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Machine Learning 기술, 빅데이터, 모바일 기

술, Cloud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기기들이 연결

되어 가고 있으므로, IoT의 진화는 연결된 다양한 산업

에 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IoT에 의해 우리의 일

상생활패턴이 로그(log)로 포착되게 되어, FinTech,

O2O, 자율주행 등의 새로운 Business가 증가되어져 갈

것이며, 공유 경제 유형의 새로운 Business 패러다임이

확산되어져 갈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서의 산업의 변화

는 반복적 작업과 계산 작업을 ICT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 고속화시키는 형태의 변화지만, 그 자동화 및

고속화 처리의 지시는 사람이 하는 방식이었다. IoT가

상용화되면 될수록, 모든 초소형의 인터넷 호스트

(host)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사물의 작업 결

과는 ICT 기술에 의해 로그(log)로 포착되게 되어

Cloud 컴퓨팅 기술로 원격의 저장소에 저장되게 되고,

이러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에 의해,

정보화 시대에 사람이 수행하던 자동화 및 고속화 처리

의 지시를 AI 기술에 의해 Machine이 대신 수행해 나

가는 수준이 점점 고도화되게 된다. 따라서 상당한 부

분까지 사람의 지시 없이, AI 기술에 의한 Machine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처리해 나가는 자율 작업의 수준이

점점 고도화 및 증대되게 되는 것이다.

<표 1> IoT 핵심 기술 분야의 수준 비교 (ICBM2)

Item Korea USA

IoT network device O O

Cloud Platform △ O

Big Data Platform △ O

Machine Learning Platform X O

Mobile infrastructure O △

한국과 미국의 경우, IoT와 AI 관련 서비스를 구성

하고 있는 관련 산업 생태계의 기술 수준을 표1을 통해

요약해 보았다. 모바일 infrastructure 분야에서는, 한국

은 초창기 모바일 가입자 번호 배정 설계 시부터, 모바

일 가입자 번호와 유선 전화 번호 체계를 분리 부여했

고, 모바일 2G에서 3G로의 망 변화 시에도, 효율적 3G

망 장비로의 전환이 빠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모

바일 가입자 번호와 유선 전화 번호 체계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아서, 모바일 2G에서 3G, 모바일 3G에서 4G로

의 망 장비 전환에서 한국보다 비 효율적인 상황이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모바일 5G 시범 서비스를 수

행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이러한 비교우위적인 망 설

계 개념의 적용으로 인해 용이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검

증이 개발 비용을 단축시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

다. 또한 한국은 1997년부터 모바일 가입자 번호 고갈

을 예상하여서, 3자리 국번 체계를 4자리 국번 체계로

확장 사용하고 있으며, 3G 가입자는 모두 010번호로 배

정해왔기 때문에, 4G, 5G로의 망 설비 전환에 있어서도

유리하다[15][16]. Cloud Platform과 빅데이터 Platform

분야에서는 원천 기술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해 왔으며,

한국은 운용기술은 확산되고 있으나, 원천기술 측면에

서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는 수준이다. Machine



98 융합보안 논문지 제17권 5호 (2017. 12)

Learning Platform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미국의 수준에 비해, 한국의 수준은 응용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IoT network device 분야에서는

한국, 미국 서로 응용환경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IoT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17].

5. 결 론

IoT와 AI 기술의 출현으로, 전혀 상관 없었던 다른

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정보화 혁명으로 자동화

로의 산업의 변화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IoT와

AI 기술을 근간으로 태동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기

술과 산업, 이를 기반으로 한 일상 생활의 변화를, 장기

적, 거시적이고도,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쳬계적으로

성찰해 나감으로써, 인류에게 미칠 순기능은 증대시키

고, 역기능은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우는

것이다. 또한 IoT 게이트웨이는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모든 내용을 해독할 수 있으므로 지

금까지보다 더욱 심각한 보안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

다. 향후 IoT 기술의 발전은 유/무선 통합은 물론, IoT

게이트웨이까지 연동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해 감

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이나 무선통신에서의 보안 서비

스와는 다른 새로운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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