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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IT 분야의 Hot Issue 중에 하나는 스마
트미디어이다.[1-2] 일반적으로 스마트미디어는 "소
통의 도구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시간
적․공간적 제약 없이 융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똑똑한 매체"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3-4] 

다음 표1에 기존의 미디어와 스마트미디어를 
다양하게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Ⅱ. SNS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어로 인간
을 이어주는 1인 커뮤니티이며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주고 사이버 공간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하게 하는 인맥구축 서비스이다. SNS는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
스’라고 할 수 있다.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형성하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social networking service와 
social network service로 구분 할 수 있다. Social 

Networking Service는 관심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난 사람 및 그 관계를 주로 가교형(bridge-약한 
연대)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 Social 

Network Service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오프라인 인맥을 반영
하는 결속형(bond-강한 연대) 커뮤니케이션을 강
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스마트미디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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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NS에서의 주요 보안 위협 분류

보안 위협 내용

프라이버시 위협

•개인 프로필 수집
•2차 데이터 수집
•얼굴인식
•콘텐츠기반 이미지 검색
완전한 계정 삭제 어려움

기존 
네트워크상의 
보안 위협

•SN 스펨
•XSS, 웜 바이러스

ID 관련 위협

•SNS를 이용한 피싱
•네트워크 침입을 통한 정보 유출
•ID 도용에 따른 프로필 위조 및 
명예 회손

사회적 위협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산업 스파이

그림 2. 웹 기술의 진화와 소셜 네트워크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중요한 IT 분야 중에서 
Hot Issue인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동향과 대표적
인 응용 분야인 소셜미디어네트워크에 대해 논하

였으며, 향 후 이분야는 매우 급속하게 발전할 것
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각종 플랫홈, 표
준화, 보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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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존 미디어와 스마트미디어의 비교

구분 기존 미디어 스마트미디어

특징

전달 매체 지면, 고정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전달방향성 단방향, 일방성(콘텐츠제공자→사용자) 양방향, 사용자 주문형(콘텐츠제공자↔사용자)

시간의존성 시간제약적, 1회성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

공간의존성 공간제약(집,사무실 등) 모바일(사용자 위치기반)

표현성 텍스트, 이미지 위주의 정보전달형 미디어 동영상, 상호작용 등이 강화된 멀티미디어

사례

TV 지상파TV, IPTV 스마트TV

출판물 지면인쇄(종이책, 종이신문 등) 전자출판(e북,e신문 등)

웹
텍스트, 이미지 등 단순 정보 표현 및 전달 
중심의 웹

동영상, 3D, 상호작용, 소셜 등 멀티미디어 
및 지능이 강화된 차세대 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