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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 소개 

 

 Bill Gates는 2002년 1월 15일 Microsoft 전체 직원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TwC)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1  이 메모에서 Gates 는 "전기, 수도, 전화처럼 안정적이고 안전한" 컴퓨팅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핵심 요소를 가용성, 2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으로 

손꼽았습니다. 또한 다음 발언을 통해 TwC 이니셔티브가 단순히 기술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Microsoft가 하나의 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서 지원 작업, 운영 및 업무 관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고객의 신뢰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쳐야 합니다." 

 

 

 

 

 

 

 

 

 

 

 

 

 

 

 

 

                                                      
1 Gates의 메모 보기: http://www.microsoft.com/about/twc/en/us/twcnext/default.aspx. 이 메모에 따라, 개념을 구체화하고 회사의 진행 방향에 대한 더욱 

세밀한 지침을 제시하는 백서를 발행했습니다. 참조: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백서(저자: Mundie, de Vries, Haynes 및 Corwine) 

http://www.microsoft.com/about/twc/en/us/twcnext/default.aspx.  
2 이 메모에서는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 용어는 최종적으로 TwC의 네 개 기둥 중의 하나로 채택되었습니다. 

네 개의 기둥과 초기 작업 스트림을 포함하여 TwC를 표현한 그림: 

 

 

 

 

 

 

 

 

http://www.microsoft.com/about/twc/en/us/twcnext/default.aspx
http://www.microsoft.com/about/twc/en/us/twcnext/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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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에 대한 긴급한 요구는 사회 내에서 변화하는 컴퓨팅의 역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컴퓨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컴퓨팅은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것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라는 Gates의 마지막 문장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전자 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회상 회의, 소셜 네트워크, 소셜 검색, 다양한 웹 

기반 및 장치 위주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연결성 증가와 함께 네티즌이 부상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때보다 컴퓨팅 기술에 의한 연결성과 컴퓨팅 기술에의 의존성이 높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세계는 큰 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존의 과제와 새로운 과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그리드, 글로벌 금융 체계 및 기타 중요 인프라의 보안이 오래 전부터 중요 관심사였던 반면,3 

사이버 공간의 끈질기고 단호한 적과 사이버 전쟁이라는 망령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 모델이 컴퓨터 보안 

전문가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연결성 장치가 급증하고 수집, 분석,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대량으로 증가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존의 규칙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장치, 클라우드 

서비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데이터 액세스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정보 시스템 

안정성의 중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은 어떻게 발전을 지속해야 할까요? 
 

II. 또 다시 변화하는 세계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은 우리 삶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또 다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TwC의 네 개의 기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변화는 데이터 중심성 및 정부의 

인터넷 관련 문제 대처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A. 데이터 중심의 세계 
 

우리는 지금 전화, 컴퓨터, TV, 자동차, 센서 등의 연결성 장치의 세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사람 수보다 

장치 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4 이러한 세계에서 은행 기록, 전화 기록 등과 같은 기존 형식의 데이터와 

개인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예: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 

지리적 위치 데이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직업적인 생활 사이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IT(정보 기술)의 소비재화"( IT 장치를 선택하고 이들 장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직업적인 생활과 사생활을 

확장하려는 개인의 바람을 지칭함)로 인해 다양한 주체가 서로 다른 규칙으로 관리하던, 기존에는 별개였던 두 

세계 간의 구분선이 융합되거나 지워지고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리치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저장, 집계, 검색, 분석 및 전달하는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는 흥미로운 새로운 방법으로 개인의 활동 

이력을 추적할 뿐 아니라 향후 행동도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모기지 대출 채무 

불이행 여부를 예측할 때 신용 점수를 지표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 친구의 채무 상환 성실도를 

지표로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5 이러한 데이터 풍족의 시대에는 질환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3 참조: 1997 중요 인프라 보호에 대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http://itlaw.wikia.com/wiki/Critical_Foundations:_Protecting_America%E2%80%99s_Infrastructures) 및 2008년 44대 대통령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CSIS 위원회(CSIS Commission on Cybersecurity for the 44th Presidency)(http://csis.org/program/commission-cybersecurity-44th-presidency). 

http://itlaw.wikia.com/wiki/Critical_Foundations:_Protecting_America%E2%80%99s_Infrastructures
http://csis.org/program/commission-cybersecurity-44th-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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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개인이 걸리기 쉬운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어 이를 바탕으로 생명 보험이나 건강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가 동등하게 생성되지는 않으며, 지리적 위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 위치, 위치"는 부동산에서 강조하는 말일 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에 대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에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위치 정보에 대한 경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GPS 

모니터링은 가족 관련, 정치적, 직업적, 종교적, 성적 연관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공개적인 

움직임을 포괄적이면서도 자세히 기록합니다.…GPS 데이터에서 공개되는 정보에는 . . .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성격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동이나 정신과, 성형외과, 낙태 시술 병원, AIDS 치료 센터, 성인용 바, 형사 소송 

변호사, 시간제 요금 모텔, 조합 회의, 종교 시설(회교, 유대교, 크리스트교), 게이 바 등에 방문한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6 
 

새로운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난제이며, 분명히 눈에 띄는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충분히 이해하려면 정보 기술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World Wide Web"이라는 용어가 1990년에 고안되었을 때 이 용어는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처에서 사용자가 

보는 문서 웹을 일컬었습니다.7 당시의 위험은 선형적이었습니다.  
 

최초의 웹을 그린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4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인터넷 장치 수가 50억 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www.cellular-news.com/story/44853.php. Cisco 역시, 2015년 

경이면 인터넷 연결성 장치 수가 인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ttp://www.bbc.co.uk/news/technology-13613536.  
5 참조: "As Banks Start Nosing Around Facebook and Twitter, the Wrong Friends Might Just Sink Your Credit" http://www.betabeat.com/2011/12/13/as-

banks-start-nosing-around-facebook-and-twitter-the-wrong-friends-might-just-sink-your-credit/. 
6 참조: United States v. Jones,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1259.pdf (Sotomayer, J., concurring, (citing People v. Weaver, 12 N. Y. 3d 

433, 441–442, 909 N. E. 2d 1195, 1199 (2009)). 이 문서의 주제가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본문 내용은 명백히 미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OECD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 그룹(OECD Group of Experts on Security and Privacy) 전 부의장이자 G8 정보 범죄 서브그룹(G8 Subgroup on High-Tech Crime) 전 

의장인 저자는 모든 나라의 법과 문화 모두에 정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익숙한 법/문화에 대해 저술했습니다. 
7 http://en.wikipedia.org/wiki/World_Wide_Web. 

http://www.cellular-news.com/story/44853.php
http://www.bbc.co.uk/news/technology-13613536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1259.pdf
http://en.wikipedia.org/wiki/World_Wide_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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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웹이 있지만 지금은 문서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웹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결성 중 일부는 

명백하지만(예: 개인이 URL 을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웹 페이지에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가 들어옴). 이러한 새로운 세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등의 각 요소는 유익할 수도, 해로울 수도 있으며 위험할 

수도,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위협은 선형적인 형태를 벗어나 지난 10년에 걸쳐 발달한 상호 

연결성 메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의 네 가지 기둥, 즉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안정성과 이 

세 가지 핵심 특성을 고려한 업무 관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관리 기능 단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컴퓨터를 패치 처리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하는 등 자신의 고유 스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 고유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시스템 관리자를 고용하고, 하드웨어를 구매하며, 

소프트웨어를 대여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예를 들어 평판 좋은 회사를 이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의무 설정 가능성 여부(예: 사용자가 약관을 이행할 실질적인 

대안과 합당한 기회를 보유한 사용 약관 등의 계약을 통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클라우드 채택 

지침 중 상당수가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중요 업무 관례에 의존할 직접적이거나 파생적인 

제어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요소 및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 관례(또는 업무 변화)에 대한 가시성을 보유하지 

않은 원격 요소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원격 관계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원격 

업무 관례에 대한 개인의 가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타인과 공유하는 정보가 자신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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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접근법은 적정 데이터 사용과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지원한다는 주장 및 

메타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술 관리 책임자들은 업무 관례 및 준수할 국제 표준을 관리하는 방법을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표준이나 허용되는 업무 관례는 이미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에 대해서는 ISO 표준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공정 정보 규정이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의 ID 확인 

방식과 관련된 표준이 있습니다.8 이러한 표준 준수 사실이 최종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당사자가 https://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브라우저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 개인 ID, 소프트웨어 출처 등과 관련 있을 수 있는 입증되거나 확인된 주장의 표현은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할 것이며 실제로 다른 중요 특성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출처를 표시하는 서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알려진 보안 개발 표준에 의거하여 개발했는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작성자, 허용 용도, 기타 중요 특성(예: 개인 데이터인지 회사 데이터인지 여부 

또는 개인 식별 정보 포함 여부)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사용이나 공유 방법과 관련한 규칙을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데이터 자체에 

첨부할 수도 있고 데이터와 별도로 저장하여 데이터가 해당 규칙을 "가리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그 

지정된 데이터를 가진 사용자가 이미 결정된 데이터 처리 방법을 이후에 변경하려는 경우 적용 규칙을 수정하고 

이 변경 사항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용자 및 컴퓨터가 원격 요소가 있는 데이터에 연결하여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 규칙 표현 및 준수를 위한 공통 메커니즘을 만들면 원격 당사자가 보다 의미 있는 신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B. 정부의 역할 
 

장치와 서비스로 구성된 이 연결성 환경 및 "빅 데이터"9 생성은 정부에게 상당한 과제였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 및 민족국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 변화는 

정부 대응을 위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정부의 "관계"는 실로 복합적입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사용자이고(본질적으로 정부는 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대기업임), 보호자이며(개별 사용자 권한과 인터넷 

자체의 권한을 모두 보호함) 동시에 악용하는 주체(오랫동안 인터넷상의 군사 첩보가 있었음10)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우려하는 문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우려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데이터 수명 

주기 동안 시스템 및 장치 전체에서 데이터의 보안 및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특히 위기 시에 

필요한 시스템 가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우리 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채택해야 하는가? 채택한다면, 

어떻게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모든 

                                                      
8 예를 들어 NIST SP800-63은 사용되는 증명 프로세스에 따라 어설션된 ID 확인의 신뢰 수준에 기반한 다양한 수준의 보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준 

1은 셀프 어설션이고 수준 4는 강력한 수준의 ID 증명이며, ID 어설션에 의존하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수준 4"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그 

의미를 알 수도 있습니다. http://csrc.nist.gov/publications/nistpubs/800-63/SP800-63V1_0_2.pdf.  

9 "빅 데이터"는 용량이 매우 큰 데이터 집합을 말합니다. 빅 데이터는 혁신, 경쟁, 생산성의 새로운 분야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조: 

http://www.mckinsey.com/Insights/MGI/Research/Technology_and_Innovation/Big_data_The_next_frontier_for_innovation.  

10 참조: The Cuckoo’s Egg(1989 저자: Cliff Stoll) 

http://csrc.nist.gov/publications/nistpubs/800-63/SP800-63V1_0_2.pdf
http://www.mckinsey.com/Insights/MGI/Research/Technology_and_Innovation/Big_data_The_next_frontier_for_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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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클라우드 사용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부에게는 정부 고유의 적과 책임(예: 기업의 

경우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정부의 경우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의 권한 보호(예: 개인 정보 보호, 보안, 언론 및 결사의 자유) 및 인터넷 자체의 

보호에 점점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정부가 구매력을 통해 시장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시장의 힘 자체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공공 안전과 국가 보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냉전 시에 시장 기능에 의존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안, 개인 정보 및/또는 안정성 보호를 위한 규제를 통과시키거나 사법 기관 및 군사적 대응을 사용하여 유해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기관 및 군사 차원의 대응은 그 근원에 역으로 가해지는 공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추적하기가 어려워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상당한 군용기나 병력의 이동이 개입되는 전통적인 공격과 달리, 인터넷 공격은 전통적인 군사 표적(예: 

전시에 군대가 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인 경우에도 특정 정부와의 연계가 없는 개인이 개시할 수 

있습니다(비대칭 공격). 달리 표현하면, 다양한 인터넷 사용자와 동기가 글로벌 연결성 및 추적 가능성 문제와 

결합하여 공격자의 신원, 위치, 관계, 동기 등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공격 추적에 

민간 부문 당사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백한 공공 부문/민간 부문 파트너십이 필요하지만, 중요 정보 

공유 규칙의 필요성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지 않을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방지, 정부 분쟁 개입 방지, 데이터 보유 비용과 

잠재적 위험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 데이터를 저장하고(일부 국가는 데이터 보유 규칙을 의무화하며 일부 국가는 그렇지 않음) 

보유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부가 민간 부문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핵심 과제는 정부가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 

혁신을 제한하거나, 부적절하게 인권을 저해하지 않고 전통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11  

 

마지막으로, 정부가 인터넷 보호에만 신경을 쓴다면 확실히 더 쉽겠지만 실제로 정부가 인터넷을 

악용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경제 및 군사 기밀 정보를 가진 국가는 우방과 적국 모두에 대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사이버 분쟁에서의 군사 공격력은 물리적 전쟁에서의 전력승수만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과 책임의 복잡성을 자세히 논하는 것은 이 백서의 요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다른 

포럼12을 참조하십시오.) 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대해 세심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의 미래에 영향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1 국가별 차이에 따라 "유해성"의 정의가 다릅니다. 

12 참조: "Technology, Policy, Law, and Ethics Regarding U.S. Acquisition and Use of Cyberattack Capabilities"(저자: Owens, Dam 및 Lin, 편집자) 

http://www.nap.edu/catalog.php?record_id=12651, 신 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America’s Cyber Futur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formation Age" http://www.cnas.org/cyber.  

http://www.nap.edu/catalog.php?record_id=12651
http://www.cnas.org/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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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wC의 기둥 

 

다음 세대의 TwC에 대해 생각할 때 명백히 나올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는 "10년 전에 정의한 TwC의 

기둥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가?"입니다. 컴퓨팅의 "신뢰성"에 초점을 둔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일 

것입니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핵심에서 말하면 

"컴퓨팅에 대한 신뢰"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일부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장치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장치가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이 확보되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컴퓨팅 기능을 수행함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가 TwC의 네 개 기둥의 범위를 

넘어선 더욱 폭넓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둥이 기술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많은 센서가 사용되는, 데이터 중심의 이 새로운 세계가 TwC 기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TwC 기둥 사이의 관계와 기둥의 상대적 중요성 모두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명백한 교차점은 

조화와 충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있습니다. 보안이 개인 정보 보호 

요소가 되는 경우에는(보안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데이터 기밀성 보호) 조화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점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고안한 공정 정보 규정(Fair Information Principles)이 오랫동안 보안 원칙을 보유해 

왔습니다.13 반면, 보안 기술이 개인 정보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부정 이용을 찾기 위해 트래픽 분석 및 

심도 있는 패킷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에 교차점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취약점 보완 패치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일은 개인 정보 보호와 거의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 공지에 설명되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이 

데이터의 적절한 보안 여부와 무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가 때로 겹치기는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이 완전히 무시되거나 보안을 위해 개인 정보 보호가 완전히 무시되는 식의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Microsoft의 온라인 ID 관련 노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보안과 개인 

정보라는 두 요소 간의 상쇄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두 요소의 값을 동시에 최대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14  

 

이외에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TwC 기둥 사이에 다른 흥미로운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 

오류는 서비스 거부 공격 등과 같은 보안 이벤트의 산물일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증가와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서비스 공급업체는 

데이터를 지리적으로 배포하여 세계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단일 자연재해로 인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데이터를 배치하면 나름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13 참조: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http://www.oecd.org/document/18/0,3343,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보안 확보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14 참조: "The Evolution of Online Identity"(IEEE Security & Privacy, vol. 7, no. 5, pp. 56-59, Sep./Oct. 2009.) 

http://www.oecd.org/document/18/0,3343,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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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외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외국 관할권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또한 TwC 기둥의 상대적 중요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안이 최우선이고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정성이 두 번째 우선순위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안 이벤트는 개인 정보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은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최우선의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 

데이터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상업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TwC 기둥의 상대적 비중은 동등해질 것이며, 이 주제를 다룰 때 보다 균형 있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IT 의존도 및 신종 IT 모델의 복잡성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로 인해 특정 기둥 

내에서 고려할 사항도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각 기둥에 대해 논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빅 데이터와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상업적, 기술적으로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전하는 위협 모델 및 이 모델이 인터넷 보안에 미치는 영향, 빅 데이터가 

출현하고 데이터 분석이 완벽히 통제되는 시대가 오는 경우 개인 정보의 손실 가능성, 사회가 점차(또는 

전적으로) 시스템 가용성에 의존하게 된 상태에서 데이터와 해당 핵심 자산이 일반적인 문제 상황(예: 하드웨어 

장애, 소프트웨어 취약성, 구성 오류)이나 의도적인 공격으로 인해 사용 불가능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등과 같은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적으로나 복합적으로, 향후 TwC의 핵심에 

놓일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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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안 

 

A. 배경 
 

            10년 전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을 발표할 때 Bill Gates는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안정성, 업무 관례 등 네 

개의 핵심 기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TwC를 보안과 동일시했습니다. 일련의 

중요 보안 관련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TwC 발표가 있었던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2001년 여름, 코드 

레드 웜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악의적인 공격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테러 공격으로 정보 시스템 중단이 일부 원인이 되어 미국 주식 시장이 5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IT 시스템에 미치는 이러한 중단 사태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발생했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만든 

9/11 사태는 중요 인프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11 공격이 발생하고 일주일 

후,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바이러스인 님다(Nimda) 웜이 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의 관심은 

보안에 쏟아졌고, Microsoft 는 상당한 에너지와 리소스를 자사 제품 보안 향상을 위해 재배치했습니다. 

Microsoft는 SD3, 즉 설계에 의한 보안(Secure by Design), 기본 설정에 의한 보안(Secure by Default), 배포에 

있어서의 보안(Secure in Deployment)이라는 접근 방식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설계에 의한 보안은 코드에서 

취약성을 감소하는 개념으로, Microsoft가 SDL(보안 개발 주기) 사용 의무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15 

기본 설정에 의한 보안은 기본적으로 설정한 제품 기능을 줄임으로써 제품이 공격에 노출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개념입니다. 배포에 있어서의 보안을 위해 Microsoft는 패치 기술 및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여 패치 

설치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패치 도구를 개선했으며, 예측 가능성이 더 높은 패치 간격을 채택했습니다.  

 

Microsoft는 기술적인 방법 이외의 솔루션에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객이 겪는 온라인 보안 위협 중 

다수가 소프트웨어 취약성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뢰하는 마음을 악용한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맬웨어의 

컴퓨터 손상 방식을 측정하는 Broad Street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현재 손상의 50% 이상이 사회 공학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16 문제는 신뢰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보안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며 올바른 보안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침도 없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사용자가 내려야 

하는 결정의 수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게 만들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Microsoft는 신뢰 사용자 환경, 즉 "NEAT"(Necessary, Explained, 

Actionable, and Tested) 요건을 갖춰야 하는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필수(Necessary)는 

사용자가 결정을 내리도록 알려주는 고유의 컨텍스트 지식이 있는 경우에만 신뢰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설명(Explained)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가 분명한 용어로 설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실행 가능성(Actionable)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리한 시나리오와 유리한 시나리오 모두에서 

                                                      
15 SDL을 사용하려면 설계 시점에 위협 모델을 구축한 후 이러한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구조화하고 빌드하며 테스트해야 합니다. SDL에 대한 

자세한 설명 참조: http://www.microsoft.com/security/sdl/default.aspx 및 책자 "The Security Development Lifecycle"(2006 저자: Michael Howard 및 Steve 

Lipner) 

16 참조: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0/3/3/0331766E-3FC4-44E5-B1CA-

2BDEB58211B8/Microsoft_Security_Intelligence_Report_volume_11_Zeroing_in_on_Malware_Propagation_Methods_English.pdf.  

http://www.microsoft.com/security/sdl/default.aspx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0/3/3/0331766E-3FC4-44E5-B1CA-2BDEB58211B8/Microsoft_Security_Intelligence_Report_volume_11_Zeroing_in_on_Malware_Propagation_Methods_English.pdf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0/3/3/0331766E-3FC4-44E5-B1CA-2BDEB58211B8/Microsoft_Security_Intelligence_Report_volume_11_Zeroing_in_on_Malware_Propagation_Methods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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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경은 검증(Tested)을 거쳐 다양한 잠재적 

사용자에 맞게 작동함을 입증해야 합니다.17 

 

기술적인 면과 기술 외적인 면에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보안 향상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공격 대상의 특성(인터넷이 글로벌 연결성, 중요한 추적 가능성 문제와 많은 공격 대상을 

제공), 대상을 공격하는 다양한 방식(공급망 공격, 취약성, 시스템 구성 오류, 사회 공학 이용), 공격자의 

적응성(운영 체제 보안 강화에 따라 공격은 스택 상위로 이동하여 응용 프로그램 계층까지 도달함 또한 응용 

프로그램 보안 강화에 따라 사이버 범죄자의 초점이 사회 공학으로 이동함) 때문이었습니다.18 이러한 현실로 

인해 Microsoft가 보안에 기울인 상당한 노력의 효율이 제한되었으며, Microsoft는 이를 인식하고 보안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중 두드러지는 변화는 종단 간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이 전략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목의 2008년 백서 참조).19 업데이트된 이 전략은 IT 시스템의 보안 구축 문제에 대해 더욱 세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SD3 접근 방식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님을, 즉 성공의 기반이지만 성공을 

획득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Microsoft 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에 이르는 전체 IT 스택에 보다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IT 관련 관심과 기능을 조정해야 함을 인식했습니다(사실, 이런 조정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단 간 신뢰 구축 외에도, 우리는 위협 모델 변경,20 인터넷에 공공 상태 모델 적용을 

통한 보안 상태 향상 등과 같은 다수의 기타 핵심 영역에 주제별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21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통계를 추적했으며, 이러한 작업을 초기에는 "코드의 

취약성 감소"로 정의했다가 이후에 "고객의 안전 향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합적인 제품의 취약점 수를 0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했다는 것이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이 변화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전략적 방향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SDL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방어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17 http://blogs.msdn.com/cfs-file.ashx/__key/communityserver-components-postattachments/00-10-16-10-

50/NEATandSPRUCEatMicrosoft_2D00_final.docx. 

18 공격 유형뿐 아니라, 보안이 시스템 공격자와 시스템 방어자 사이의 군비 확장 경쟁과 흡사하다는 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가 

"패치하는 화요일(Patch Tuesday)"을 도입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이 높은 패치 간격을 구축하자, 해커는 이 패치를 거꾸로 엔지니어링하여 "악용하는 

수요일(Exploit Wednesday)"에 맬웨어를 릴리스하였으며, 이에 Microsoft는 MAPP(Microsoft Active Protections Program)로 대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MAPP 파트너는 취약성 정보를 조기에 수신하여 바이러스 시그너처 또는 네트워크/호스트 기반 침임 방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업데이트된 

보호를 고유 보안 메커니즘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microsoft.com/security/msrc/collaboration/mapp.aspx.  

19 참조: Establishing End to End Trust,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7/2/3/723a663c-652a-47ef-a2f5-

91842417cab6/Establishing_End_to_End_Trust.pdf. 

20 참조: Rethinking Cyber Threats http://www.microsoft.com/download/en/details.aspx?displaylang=en&id=747. 

21 참조: Collective Defense: Applying Public Health Models to the Internet http://www.microsoft.com/mscorp/twc/endtoendtrust/vision/internethealth.aspx. 

http://blogs.msdn.com/cfs-file.ashx/__key/communityserver-components-postattachments/00-10-16-10-50/NEATandSPRUCEatMicrosoft_2D00_final.docx
http://blogs.msdn.com/cfs-file.ashx/__key/communityserver-components-postattachments/00-10-16-10-50/NEATandSPRUCEatMicrosoft_2D00_final.docx
http://www.microsoft.com/security/msrc/collaboration/mapp.aspx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7/2/3/723a663c-652a-47ef-a2f5-91842417cab6/Establishing_End_to_End_Trust.pdf
http://download.microsoft.com/download/7/2/3/723a663c-652a-47ef-a2f5-91842417cab6/Establishing_End_to_End_Trust.pdf
http://www.microsoft.com/download/en/details.aspx?displaylang=en&id=747
http://www.microsoft.com/mscorp/twc/endtoendtrust/vision/internethealth.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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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방어 기능 전략의 목표는 취약성이 있는 제품도 악용에 성공하기 어렵도록 추가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설계된 DEP(데이터 실행 방지) 및 ASLR(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과 같은 

기술을 SDL에 통합했으며, 이들 기술은 공격 성공을 줄이는 데 소기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기 수년 동안에는 Microsoft 취약점 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궁극적으로 취약성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개선됨에 따라 취약성 감소율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된 이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의한 감염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가장 성공률이 

높은 공격은 사용자의 심리를 이용했거나 기존 픽스가 존재하는 취약성을 악용한 공격이었습니다.22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월 단위 자동 업데이트 프로세스로 감염 시스템을 정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 도구는 

32비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Windows XP SP3의 경우 검사 1,000건당 10.9개 시스템, Vista SP2의 경우 검사 

1,000건당 4.4개 시스템, Windows 7 SP1의 경우 검사 1,000건당 1.8개 시스템에서 감염을 제거했습니다.23  

 

이 통계에서는 컴퓨터 보안 투자는 특히 컴퓨터 사용자가 제품 최신 버전 배포, 즉각적인 취약성 패치 

처리, 세심한 구성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예: 바이러스 백신,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s)) 등과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보안 조치"를 수행한 경우 명백한 기회 감염성 위협에 효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가 피싱에 속아 첨부 파일을 클릭하거나 위험한 웹 사이트를 방문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 심리를 이용한 

공격이 해결하기 더 어려운 문제라는 점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발전하는 위협 모델 – 끈질기고 단호한 적에 대한 대처 
 

 코드의 품질이 향상되고 감염률이 감소하는 한편, 위협 모델은 어려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교함을 점점 더해가는 사이버 범죄자뿐 아니라 일부 조직에서도 공격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컴퓨터 

보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 감염성 위협은 보다 끈질기고 많은 경우 훨씬 더 위험한 공격에 

의해 보완되어 왔습니다. 특정 대상을 겨냥한 이런 유형의 공격을 "APT" 즉 "지능형 지속 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s)"이라고 하지만, 이 용어는 부정확한 이름입니다. 이런 공격 중 일부는 

"지능적"("정교함")이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 경로가 전통적이고 섬세하지 않으며, 취약성 및 

구성 오류에 대한 패치가 없으며(취약성과 구성 오류 모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악용할 수 있음), 사회 공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형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공격을 특징짓는 

요소는 적이 끈질기며(시간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활동함) 단호하다는(특정 대상에 대한 침투 결의가 강함) 

점입니다. 조직이 단호한 적에 의한 끈질긴 공격의 대상이 된 경우 성공적인 침입이나 대규모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컴퓨터 보안 커뮤니티는 기회 감염성 위협과 특정 대상을 겨냥한 위협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세계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면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첫째, IT 시스템 관리자는 

기회 감염성 위협에 대처하고 끈질기고 단호한 적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조치를 

                                                      
22 참조: www.microsoft.com/sir: http://www.microsoft.com/security/sir/story/default.aspx#!0day_results 및 

http://www.microsoft.com/security/sir/story/default.aspx#!0day_exploit. 

23 참조: SIR 보고서 pp. 73-80, http://www.microsoft.com/security/sir/keyfindings/default.aspx#!section_4_2 

http://www.microsoft.com/sir
http://www.microsoft.com/security/sir/story/default.aspx#!0day_results
http://www.microsoft.com/security/sir/story/default.aspx#!0day_exploit
http://www.microsoft.com/security/sir/keyfindings/default.aspx#!section_4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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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보안성이 높은 최신 시스템으로의 마이그레이션, 즉각적인 취약성 패치 처리, 

올바른 시스템 구성(자동화 증가), 사용자 심리 이용의 위험에 대한 사용자 교육,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 프로세스 또는 기술 관련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보안 전문가는 이러한 

조치를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는 IT 시스템 및 컴퓨팅 

장치를 스스로 관리하는 가정용 제품 사용자에게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24 일부 국가에서 ICT(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 사용자가 겪는 위험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과 정보 위험 관리 계획을 입법 과정에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정부가 역할의 능동성을 점차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25 
 

이 전략의 두 번째 부분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끈질기고 단호한 적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 상당수의 사례에서 공격을 특징짓는 요소는 은밀하게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한 후 

단단한 경계를 뚫으면 장시간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취약한 내부가 드러난다는 점을 이용하는 장기적인 

시도입니다. 이 경우 명백한 기회 감염성 위협에 대해 배포한 보안 전략(일차적으로 예방에, 이차적으로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둔 보안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방, 검색, 제약, 복구의 네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네 영역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조직은 침입 탐지 시스템을 관리하지만, 보안 전략에 있어서는 기업 전체의 감사 이벤트를 

캡처, 분석, 상호 연계하여 공격자의 거짓 움직임을 입증하는 이상 활동을 탐지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빅 

데이터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므로, 우리는 지금 잠재적인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빅 데이터가 보안 컨텍스트에서 상황 인식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연결된 서비스 구현 방식과 관계없이 우리는 네트워크 세그먼트화, 최하 수준의 사용자 액세스 권한 제한 

등과 같은 제약에 초점을 맞춰 네트워크 일부가 손상되는 경우 적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 개발을 촉진하려는 과거 노력에 상응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많은 보안 전문가는 2002년 

즈음이면 보안 산업에서 보안 개발 기술과 도구를 개발 완료할 것이며 일부의 경우 강력한 방어 기능 코드 

보호를 구현 완료할 것으로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규모 있는 시도가 뒤따르지 않았으며, 

일부 중요 내용은 개념적인 사례를 형성하여 분산된 환경에서 여러 번의 제품 릴리스를 통해 규모의 적용을 

시도한 후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보안 개발 및 SDL에 대한 Microsoft의 장기적인 노력과 마찬가지로, 제약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시간 경과와 함께 이런 기술에 대한 규모의 적용을 수행하면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탐지, 제약, 복구 방법에 대해 가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노력으로 보완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철저한 규모의 적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24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가정용 시스템의 상태를 강화하고 감염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공 상태 모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조: Applying Public Health Models to the Internet http://www.microsoft.com/mscorp/twc/endtoendtrust/vision/internethealth.aspx.  

25 법규의 예로 미국 상원에서 2012년 2월 13일 주에 발효하는 사이버 보안 특별법(Cybersecurity Act of 2012)이 포함됩니다. 위험 공개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가 회사 투자의 투기성이나 위험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속하는 경우 등록자는 사이버 사고 위험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참조: http://www.sec.gov/divisions/corpfin/guidance/cfguidance-topic2.htm. 

http://www.microsoft.com/mscorp/twc/endtoendtrust/vision/internethealth.aspx
http://www.sec.gov/divisions/corpfin/guidance/cfguidance-topic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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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클라우드 및 빅 데이터 

끈질기고 단호한 적의 출현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빅 데이터에 대해서도 컴퓨터 보안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상위 개념 수준에서 Microsoft는 "클라우드가 보안에 더 좋거나 더 나쁜가?"를 묻는 질문을 자주 

받았으며,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클라우드에는 현재의 분산 IT 

환경보다 보안이 뛰어난 환경을 만드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클라우드의 일부 특성은 보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계에 의한 보안, 기본 설정에 의한 보안, 배포에 있어서의 보안과 

관련된 원칙을 운영에 있어서의 보안이라는 원칙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로의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에서 시작한 다음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다루겠습니다.26 

 

최상위 수준에서 클라우드는 기존의 분산 시스템 모델에 비해 네 가지 이상의 중요 보안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심각하게 부족하며,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27 실제로 다수의 중소 조직은 보안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이 IT 직원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보안 전문 지식을 집중하고 운영 보안에 대한 신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한, 

보안은 시간 경과에 따라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28 둘째,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는 고급 모니터링 도구와 

결합하여 대규모 분산 환경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분산 환경에서는 일부 조직에서 

모니터링이 엄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직 내의 데이터 상관 관계 규정이 여전히 어려움). 셋째, 클라우드(예: 

Windows Azure, 클라우드 운영 체제, 가상화 기술) 자체용으로 작성된 코드 중 다수는 SDL과 같은 보안 개발 

사례 구현 이후에 작성했으므로 보안 코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앱 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샌드박스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제품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알려진 출처(또는 매우 평판 

좋은 데이터가 있는 출처)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되며, 이러한 출처의 경우 악성 응용 프로그램 

발견 시 강력한 대응 보안 제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클라우드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위협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협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서 논할 것이며, 일부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보안 전문가는 예를 들어, 클라우드가 대량 

데이터 통합을 낳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자에게 리치 공격 대상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러한 

리치 데이터 집합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이름 및 공유 암호에 의존하는 인증 메커니즘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최종 사용자의 사회 공학적 심리를 이용하거나 실수로 무단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콜 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예측하거나, 도난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26 클라우드가 특정 조직 또는 조직 기능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서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침 참조: 

http://www.microsoft.com/en-us/cloud/default.aspx 및 "Security Guidance for Critical Areas of Focus in Cloud Computing, v2.1" 

(https://cloudsecurityalliance.org/wp-content/uploads/2011/07/csaguide.v2.1.pdf).  

27 참조: CSIS, "A Human Capital Crisis in Cybersecurity" http://csis.org/publication/prepublication-a-human-capital-crisis-in-cybersecurity. 

28 참조: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government/cloud-saas/231902850(정부 클라우드 지지자들이 패치 용이성 향상을 비롯한 클라우드 보안 

이점에 대해 논함) 

http://www.microsoft.com/en-us/cloud/default.aspx
https://cloudsecurityalliance.org/wp-content/uploads/2011/07/csaguide.v2.1.pdf
http://csis.org/publication/prepublication-a-human-capital-crisis-in-cybersecurity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government/cloud-saas/2319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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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른 개인을 스푸핑하기가 매우 어려운, 훨씬 더 강력한 ID 메타시스템을 추구해 왔습니다.29 셋째, 

클라우드 내부를 악용하려는 범죄자가 있을 것이며(예: 특정 고객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통한 

예측), 이러한 범죄자는 또한 다른 사용자를 공격하기 위해 클라우드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30 마지막으로, 

장치의 급증과 연결성 향상으로 인해 공격자가 인증 없이 시스템 및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장치를 손상하여 클라우드를 공격하거나 클라우드를 손상하여 장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보안 이벤트의 방지, 탐지, 억제, 복구에 

대해 알리는 새로운 위협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IV. 개인 정보 보호  

 

A. 배경 
 

2002년에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던 당시에는 확실히 보안이 핵심 기둥이었지만, 

초기 TwC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우려 또한 IT 에서 높은 신뢰 수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사실, 개인 정보 보호는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의 핵심 기둥이었으며, Microsoft는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 구축과 향상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Microsoft는 최초로 CPO(개인 정보 최고 책임자)를 임명한 기업 중 하나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절차 및 기술 적용을 담당하는 직원을 수백 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정보 보호 규칙 및 규정의 해석과 준수를 돕는 개인 정보 분야 변호사 및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 개발과 구현을 돕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케팅 담당자, 과학자, 비즈니스 분석가 등 매우 다양한 

인재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또한 Microsoft는 새로운 개인 정보 향상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직원들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덕분에 우리 

엔지니어들은 고객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 우려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술과 서비스 및 

기능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29 더 강력한 인증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주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eID 카드를 발급했으며, 캐나다 정부는 은행이 발급하는 전자 ID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참조: http://silicontrust.wordpress.com/2010/11/01/germany-introduces-national-eid-card-the-beginning-of-a-new-application-

era/(독일), http://www.finextra.com/news/Fullstory.aspx?newsitemid=23132(캐나다). 

30 참조: http://techflash.com/seattle/2011/05/sony-attack-launched-from-amazon-cloud.html(Report: Sony PlayStation attack launched from Amazon 

cloud). 

http://silicontrust.wordpress.com/2010/11/01/germany-introduces-national-eid-card-the-beginning-of-a-new-application-era/
http://silicontrust.wordpress.com/2010/11/01/germany-introduces-national-eid-card-the-beginning-of-a-new-application-era/
http://www.finextra.com/news/Fullstory.aspx?newsitemid=23132
http://techflash.com/seattle/2011/05/sony-attack-launched-from-amazon-clou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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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은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축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을 

Microsoft의 SDL(보안 개발 주기)에 구축했으며, 모든 엔지니어가 보다 신뢰성이 높으며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SDL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표준을 공개했습니다.31 2008 년에 

공식화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한 Microsoft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은 고객 및 파트너 정보의 수집과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직원의 책임감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명백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32 또한 개인 정보 보호 

준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요구 사항이며, 이를 위해 Microsoft의 글로벌 정책을 엔지니어,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절차 및 프로세스로 명확히 해석한 개인 정보 보호 요구 사항이 지원됩니다. 우리는 

또한 설계에 의한 개인 정보 보호(PbD,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Microsoft에게 PbD는 소프트웨어 제품 및 온라인 서비스의 개발 시작 시점부터 개인 정보 보호 특정 설계 

목표를 추구하며 제품 수명 주기에 걸쳐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원칙과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클라우드 및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노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컴퓨팅 모델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존의 노력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개인 정보 보호는 대부분 FIP(공정 정보 규정) 채택과 

준수에 의해 보호해 왔습니다. FIP 또는 파생 규정은 세계적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법 규정에 성문화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FIP는 세계의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특정 주제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춰 변화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에는 수집 제한, 고지와 

선택(종종 "동의"를 통해 표시함), 교정, 보안 등이 포함됩니다.33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중 특정 원칙에는 

비교적 큰 비중이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고지와 동의" 및 "수집"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지와 동의" 원칙은 관련 정보 수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사용자 "제어"를 지원했고, "수집" 

원칙은 예방 차원의 보호를 제공했습니다(이는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는 오용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집 시점의 고지와 선택(동의)을 강조하는 이 모델은 개념상으로는 만족스럽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며, 개인에게 미치는 부담은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 모델이 거의 

실패했으며 더 이상 의도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34 클라우드가 가능한 세계는 장치의 급증과 

풍부한 데이터(예: 사용자 작업에서 파생한 지리적 위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분석 데이터 등과 같은 

네트워크 생성 데이터 및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 저장 능력 향상, 고급 검색, 결정 개선 알고리즘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31 참조: http://www.microsoft.com/privacy/processes.aspx.  

32 참조: http://www.microsoft.com/privacy/principles.aspx.  

33 일반 내용 참조: FTC 공정 정보 규정 원칙(Federal Trade Commission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http://www.ftc.gov/reports/privacy3/fairinfo.shtm), OECD 개인 정보 보호 원칙(OECD Privacy Principles) 

http://www.oecd.org/document/18/0,3746,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및 미국 보건 교육 복지부의 1973년 공정 정보 규정(Fair 

Information Practices) (참조: https://www.privacyrights.org/ar/fairinfo.htm#1). 

34 참조: "The Failure of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저자: Fred Cate)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156972.  

http://www.microsoft.com/privacy/processes.aspx
http://www.microsoft.com/privacy/principles.aspx
http://www.ftc.gov/reports/privacy3/fairinfo.shtm
http://www.oecd.org/document/18/0,3746,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https://www.privacyrights.org/ar/fairinfo.htm#1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15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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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 예측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러한 리치 데이터의 세계는 개인과 사회에게 

이득과 위험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이 현재 치료 가능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이러한 문제가 발병할 위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조합하면 개인과 사회 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꼭 필요한 놀라운 의학적 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환자 

진료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Microsoft Research는 최근 의료 

업계의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재입원 관련 문제, 다른 하나는 병원 내 감염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변수(진단 내용, 실험 결과, 투약 약물, 환자가 입원했던 특정 병동 관련 

정보)를 예측 모델과 함께 분석할 경우 재입원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병원 내 감염 패턴을 파악하는 데 많은 수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환자의 감염률을 쉽게 예측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병원 내 여러 병동의 서로 다른 “집락화 

압력(colonization pressure)”을 25,000개 이상의 다른 변수와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 내 

병실의 위치와 다양한 기타 요소가 감염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진정한 과제는 개인과 사회가 이 새로운 세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치를 재확인하고, 

재정의하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대상과 데이터 사용자의 이해 관계가 때로는 잘 

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으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졌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종종 개인 정보 보호가 기능을 못한다는 두려움35 또는 사회가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개인 정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는 데이터 수집에 큰 비중을 두며 수집 발생 시점에 고지가 제공되는 

방식의 전통적인 개인 정보 보호 원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 및 사용과 관련된 선택안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개인에게 큰 제한이 가해집니다. 데이터 수집 주체가 정상적인 용도와 

합당한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 집합을 보유할 수 있다(고객 요청 완수뿐만 아니라 사기 방지나 네트워크 보안 

보장을 위해서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를 단일 주체가 수집 및 사용한다는 개념과 개인과 데이터 수집자 사이에 엄격한 상호 관계가 

성립된다는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수집 주체가 다른 주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다른 조직(예: 마케팅 회사, 데이터 분석 회사, 광고 네트워크)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구문 분석해야 할 링크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수가 한없이 많아져 유의미한 

사용자 선택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방식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선택안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제어 수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은 수집 시점에 개인 정보 보호 공지를 클릭하여 사용에 

동의하거나 요구되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35 이 견해를 특징지은 가장 유명한 사례는 Sun Microsystems 전 CEO인 Scott McNealy의 "개인 정보 보호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십시오."라는 

의견입니다. http://www.pcworld.com/article/16331/private_lives_not_ours.html.   

http://www.pcworld.com/article/16331/private_lives_not_ou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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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모델에서는 데이터 수집/사용 주체와 개인 사이의 상호 작용 관계,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관계를 가정합니다. 최근 보고된 예와 같이, 보험 대리점에서 장애 급여 신청자가 보험 청구의 

사기성을 암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Facebook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36 이와 비슷한 예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소셜 공간에 게시된 개인의 사진과 다른 소셜 공간에 있는 다른 사진을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식별된" 실제 개인 ID는 실제로 데이터 수집이나 사용 시점에 알려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 동의에 

대해 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데이터 수집/사용 조직은 관계가 없거나 신원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개인에 대해서도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수집 및 미래의 사용(중요한 개인/사회적 이익이 손실된 이후일 수 있음) 

시점에 파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거나(저장 및 보안 비용 증가로 

이어짐) 특정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후 유익한 목적이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그에 맞춰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지는, 데이터 중심의 이 새로운 세계가 데이터 수집 당시 예견되지 않은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사회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예: 40년 전에 혈액 샘플을 채취할 때는 그 잠재적 

용도로 DNA 테스트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를 통해 무죄 입증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소수자가 대다수를 이루는 지역에 대출을 거부하는 특정 경계 지역 지정을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좋은"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나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단지 용도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데이터 수집 제한은 중요한 예방 차원의 목적을 수행하지만 여기에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논란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정보 보호 간의 적정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시대를 막론하고 심도 있는 사고를 요하는 문제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리치 데이터의 세계에 FIP를 적용하는 방법을 변경해야(현재 명백히 변화하고 있음) 하는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데이터 사용 모델,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갖춘 새로운 세계와 향후 매우 탄력성 있거나 

가변적일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민감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중점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이미 일부에서는 

인터넷 상호 작용이 서비스 대가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맞교환 스타일의 트랜잭션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교환되는 "가치"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런 맞교환이 그리 투명하지 

않다고(즉, 성별 확인란에서 선택한 내용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확인란을 선택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등이 

불분명함)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부에서는 다른 자산들처럼 개인 정보를 투명하게 "가치 책정"한 후 

사고 팔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37 이런 견해는 모두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민감도를 변경하면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1)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FIP(공정 정보 

규정)를 발전시켜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면 (2) 이 규정이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사회에 이익이 되는 데이터 

사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36 "Are insurance companies spying on your Facebook page?" http://abclocal.go.com/kabc/story?section=news/consumer&id=8422388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37 참조: Start-Ups Seek to Help Users Put a Price on Their Personal Data, http://www.nytimes.com/2012/02/13/technology/start-ups-aim-to-help-users-

put-a-price-on-their-personal-data.html?_r=1.   

http://abclocal.go.com/kabc/story?section=news/consumer&id=8422388
http://www.nytimes.com/2012/02/13/technology/start-ups-aim-to-help-users-put-a-price-on-their-personal-data.html?_r=1
http://www.nytimes.com/2012/02/13/technology/start-ups-aim-to-help-users-put-a-price-on-their-personal-data.html?_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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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데이터 중심의 세계에서 데이터 수집과 관련 '고지와 동의' 체계보다는 데이터 사용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의무를 정의하는 데 보다 강력한 초점이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수집 관련 원칙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지만, 수집과 고지의 원칙은 새 모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달라진 것은 '수집과 고지'에 두었던 핵심 초점을 '사용'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용 

모델38에서는 모든 조직이 투명하고, 적절한 선택안(제어)을 제공하고 준수하며, 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호 관계에서 비롯된 대화형 사용뿐 아니라 모든 

사용 내역을 캡처하며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기업에게 보다 관리성이 높으며, 규제 기관의 감독 강화를 

허용하는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이런 모델을 적용할 때는 새로운 데이터 형식과 데이터 사용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데이터 사용에 대해 

생각할 때 결국 세 가지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1) 폭넓게 허용되며 때에 따라 법적 

승인이나 의무가 있는 사용, (2) 금지되는 사용, (3)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사용(포괄적인 규칙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용자는 사용을 허용하고 일부 사용자는 합당한 사유로 사용을 거부함)이 있습니다. 또 사회나 

개인이 특정 사용을 허용 또는 허용 안 함으로 지정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견해가 바뀔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에 새로운 사용 규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예: 개인이 정보를 공개했다가 게시 

이후에 이를 후회해도 이미 램프에서 나온 지니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용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이제 사회는 올바른 범주에 올바른 사용을 배치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특정 사용과 관련된 적합한 "의무"를 작성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넓게 허용되는 범주에서 특정 사용이 명백한 사용자 동의 없이도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로는 요청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주문 이행)하기 위한 소비자 데이터 사용, 관련 제품 및 

서비스 판매 또는 마케팅(소비자가 해당 데이터 사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서비스 개선, 연구 

수행(해당하는 사례에서 비즈니스 및/또는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데이터의 식별 정보를 삭제한 경우), 서비스에 

대한 사기 방지, 법적 승인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정부 조사 당국에 불법 활동 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폭넓게 

허용되는 사용 범주에 포함할 항목을 합의할 수 있는 경우, 개인은 이러한 사용 항목을 예상하게 되고 해당 

관례와 관련된 고지를 읽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넓게 허용되는 사용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용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용과 관련한 선택안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특정 사용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 조직은 이런 기본 

설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용 관행과 관련한 고지는 여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규칙 

적용의 부담이 개인(링크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읽은 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에서 데이터 

사용 조직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일관성과 실행 가능성 및 이행성이 보다 높은 사회적 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기술, 개인, 규제 기관 등에서 이 규칙을 보다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 메타데이터에 정책 적용).  

 

                                                      
38 Business Forum for Consumer Privacy – Use and Obligations – a Path Forward.  

참조: http://www.huntonfiles.com/files/webupload/CIPL_Use_and_Obligations_White_Paper.pdf.  

http://www.huntonfiles.com/files/webupload/CIPL_Use_and_Obligations_White_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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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조직이 의무를 이행할 실질적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데이터 중심의 

세계에서는 FIP에 "책임 원칙"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를 직/간접적으로 수신하는 주체가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개인/사회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사용 및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조직이 사회적 표준 및 사용자 제어를 준수하고 데이터의 합당한 보안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사용 규칙을 적용하는 데 유용한 개인 정보 위험 평가, 규칙, 프로세스,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합니다.39 규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직은 이 원칙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는 (1) 데이터 사용 목적 (2)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공유 대상자 (3) 데이터 사용 또는 공유가 개인에게 주는 이점 (4) 비즈니스 프로세스 또는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여전히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지 여부 (5) 수집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유형과 특징 (6) 데이터 

사용과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제어 내역(있는 경우) (7) 데이터 보호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은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며 게시한 고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사용자 제어는 세부적이고, 상황에 맞으며, 자동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치에 

대한 대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기존 규칙은 좋은 지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제어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수집, 전송, 추가적인 사용 시 

또는 수집/공유 대상 데이터의 민감도가 높은 경우 명시적인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40 이 제어에서는 또한 

익명 데이터나 식별 정보를 삭제한 데이터에 대한 규칙도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용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41를 통해서 또는 가능한 경우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식별되지 않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스, 교정, 보안과 관련된 기존 원칙 및 위반 알림과 

관련된 현재의 원칙은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세계에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 원칙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39 책임 원칙이 조직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전반적인 합의를 거쳐 수용되었습니다. 참조: http://www.informationpolicycentre.com/resources/ 및 

http://www.huntonfiles.com/files/webupload/CIPL_Galway_Accountability_Paper.pdf.  

40 PII(중요한 개인 식별 정보), 즉 중요한 소비자 정보에는 (i) 민족, 인종,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생활 스타일, 신체 또는 

정신적 건강 등을 구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거나 (ii)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을 비롯하여 개인 정보 도용에 도움이 되거나 (iii) PIN 또는 암호를 포함하여 

사용자 계정 액세스를 허용하는 PII 및 익명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엄밀히 말하자면 PII가 아니지만 이전부터 사용자가 걱정해온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등과 같은 기타 데이터도 포함되며 사용자를 당황하게 할 만한 다른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41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서 식별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데이터 재식별을 통해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참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데이터 재식별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기술적 수단이 사회적 표준 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통화를 도청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법률에서 이를 금지합니다. 

http://www.informationpolicycentre.com/resources/
http://www.huntonfiles.com/files/webupload/CIPL_Galway_Accountability_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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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듯이, 이런 접근 방식은 초점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방식은 40년간 사용해온 방법을 기반으로 

하며, (1) 유의미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 보호, (2) 개인과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데이터 사용 최적화, (3) 

데이터 사용에 대한 책임은 데이터 사용 주체에게 있음, (4) 규제 기관의 감독 강화를 허용하는 체계 제공, (5) 

현대의 연결성 사회에 맞는 효율적인 작업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리치 

데이터의 세계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데이터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유의미한 사용자 제어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C. 정부의 데이터 액세스 
 

개인 및 조직이 서비스를 채택할 때 특히 통지 없이 데이터 액세스가 이루어질 때 정부의 데이터 액세스 

권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데이터 중심, 서비스 지향의 이 새로운 세계는 개인과 정부 사이의 힘의 균형을 

특정 한도까지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전화 기록, 은행 거래 기록 등과 같은 다른 기록들은 제 3자에게 제공 받을 

수 있더라도 개인 서신, 사진, 기타 개인 서류 등을 포함한 다수의 개인 문서는 자택이나 사무실에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해당 개인을 직접 개입시켜야 했으며, 여기에는 수색 영장 

발급에 따른 강제 압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IT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이 서신(전자 메일), 문서, 사진, 

금융 기록이나 건강 기록 사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 정보를 타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데이터, 정확한 위치 데이터 등과 같은 다른 형식의 정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는 우려를 낳습니다. 요즈음에는 중요한 

디지털 보존 자료를 남기지 않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42 

 

두 가지의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사가 전적으로 한 국가 

내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부 액세스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요? 두 번째는 국제 

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제 수사에서 정부가 해외 수사 협조 없이 다른 나라에 저장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 국내 수사 
 

현지에 저장된 기록에 대한 정부 액세스의 문제는 오랫동안 개인 정보 보호 논의의 주제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개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개인 관련 기록이 존재하며 특히 정부가 이 기록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심각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록 보관자는 

자체 발의에 의해서 또는 정부 요구에 따라, 개인 관련 기록을 당사자 승인 없이 

                                                      
42 미국 법정 판례에 따르면, 제 3자에게 제공한 데이터를 정부가 입수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수정 4호(Fourth Amendment)의 수색 영장 요건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참조: Smith v. Maryland, 442 U.S. 207 (1986). 하지만 최근 순회 상소 법원은 전자 통신 개인 정보 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에서 정부가 영장 없이 개인 전자 메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한 한도 내에서 이는 헌법에 위배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조: United States v. 

Warshak, http://www.ca6.uscourts.gov/opinions.pdf/10a0377p-06.pdf. 

http://www.ca6.uscourts.gov/opinions.pdf/10a0377p-06.pdf


 

23 

 

정부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종종 공개하며, 때로는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당 개인은 정부 기관이 자신의 

기록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다. 일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기록 

보관자와 정부 중 어느 쪽도 개인의 기록이 정부 조사에서 공개되었음을 개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위의 보고서는 빅 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며 실제로 개인 컴퓨팅 시대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43  개인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따라서 데이터를 제 3 자가 소유함)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에는 개인 정보 보호 기대치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할까요? 미국 대법원의 한 판사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은 자발적으로 제 3 자에게 공개한 정보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를 재고해야 한다. (예: Smith, 442 

U. S., at 742; United States v. Miller, 425 U. S. 435, 443 (1976)) 이 판례에서 규정한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대량으로 공개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휴대폰 통신사에게 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방문한 URL 및 편지를 교환하는 

상대의 전자 메일 주소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공개하며, 온라인 

소매업체에게 자신이 구매한 도서, 식료품, 약품 내역을 공개한다. Alito 판사의 

견해대로, 사람들 중 일부는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개인 정보 보호를 "맞교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 감소"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post, at 10)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제한적인 용도로 자발적으로 공개한 모든 정보가 해당 목적에 한해 헌법 수정 

4호(Fourth Amendment)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44 

 

Microsoft는 Jones 판결 이전에도 제 3자 데이터 입수의 표준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45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 데이터의 출현으로 개인 정보 보호 우려가 가중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고위 

수준에서 개인 활동을 반영하는 데이터(예: 신용 카드 대금을 통해 구입 품목, 구입 시기와 장소 추적 가능)가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며, 현재 공개 데이터의 품질과 양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 기록 

서류를 조합하거나 물리적 감시를 통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 대신, 공공 카메라로 날짜와 시간 등의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여 이후에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휴대폰, 

                                                      
43 1977년 7월 12일 Jimmy Carter 대통령에게 제출한 Personal Priv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The Report of the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의 

9장, 참조: http://aspe.hhs.gov/datacncl/1977privacy/c9.htm.  

44 참조: United States v. Jones,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1259 (Justice Sotomayer, concurring). 

45 참조: "Cloud Computing for Business and Society"(저자: Brad Smith), http://www.huffingtonpost.com/brad-smith/cloud-computing-for-

busin_b_429466.html. 

http://aspe.hhs.gov/datacncl/1977privacy/c9.htm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1259
http://www.huffingtonpost.com/brad-smith/cloud-computing-for-busin_b_429466.html
http://www.huffingtonpost.com/brad-smith/cloud-computing-for-busin_b_4294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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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컴퓨터 등 다양한 모바일 장치에서 매우 정확한 GPS 신호를 캡처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지금의 새로운 

환경에서 불법 활동46을 조사하는 사람들이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불법 활동을 방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유용할 자료가 된다는 점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의 보호에 대해 활발한 논쟁을 

벌일 시대가 온 것이 확실합니다. 

 

2. 국제 수사 
 

국내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각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개별 정부의 

액세스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액세스를 위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통신, 지리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권의 교차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우려가 명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애국자법(Patriot Act)"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정부는 이 법에 의거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기업 

소유의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다른 국가에 저장된 데이터 포함). 47  사실, 애국자법이 

적절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거의 20년 전, 즉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오래 

전에 이미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미국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83년 3월 4일 현재, 토론토에 본사를 둔 캐나다 은행인 Bank of Nova Scotia는 46개국에 지점, 

사무소, 에이전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이 은행 사무소는 3월 4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 지방 법원에서 발급한 대법원 문서 지참 증언 소환 영장을 받았습니다. 이 소환장에서는 케이맨 제도 

지점에서 개인 두 명 및 세 개 기업과 관련한 재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은행은 케이맨 제도의 

기밀유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요구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 법원은 은행에게 서류 

제출을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발급했으며, 이후 항소 법정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업 거래가 국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세계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개인이 [현재 은행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합당한 수준의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본 법정은 

다른 국가의 이해와 충돌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형사조사가 좌절되어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묵인할 수만은 없다.  

 

                                                      
46 미국 대법원은 최근, 정부 기관은 차량에 GPS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 U.S. v. Jones,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1259.  

47 참조: http://www.infoworld.com/d/security/european-distrust-us-data-security-creates-market-local-cloud-service-180706 ("European distrust of U.S. 

data security creates market for local cloud service; Europeans worried about the U.S. Patriot Act prefer to keep their data in the EU").  

http://www.infoworld.com/d/security/european-distrust-us-data-security-creates-market-local-cloud-service-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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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법원은 미국 정부가 데이터 저장 위치와 상관없이 미국 소재 기업이 소유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48 흥미롭게도, 다른 어떤 정부도 반대 견해를 취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저장 

위치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지 기업에게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라는 단어를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바꾼 후 클라우드 사용자, 클라우드 사용자 및 

정부 사이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어느 국가의 정부가 내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으며, 나는 내 

데이터가 공개되었음을 알게 될 것인가?"49라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외국 정부가 자신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우려할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른 국가에 사무실을 

설립하거나 안정성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새로운 지리적 위치에 백업하는 경우,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정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용자는 정부 기관이 사용자 데이터를 찾는 경우 통지를 

수신하게 될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이러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이러한 공개를 금지하는 비공개 명령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사용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액세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해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 관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지적 재산권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가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면 조직은 중요도가 높은 업무 기밀 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일반에 공개할 데이터를 공동 작업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우려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온-프레미스 구현 환경보다 효율적인 보안 제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조직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조직은 해커가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중요 정보를 훔치는 경우 비즈니스에 미치는 위험이 정부가 합법적 프로세스를 통해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의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올바르게 계량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 사무실을 둔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 관할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부는 이 기업의 문서가 저장된 위치에 관계없이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따른 위험은 정부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어쨌든 정부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액세스가 아무런 통지 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다시 말해서, 정부는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조사 대상 기업에게 

보내는 통지를 금지할 수 있음). 통지 없이 액세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 비중을 제대로 가늠해야 

합니다. 많은 사법 기관 수사에서 기업은 정부 조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사람들을 탐문하고, 

기밀 문서를 검토하며, 기업이 수사 기관에 협조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함). 고객이 정기적으로 

정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온-프레미스 문서를 보유하고 있든 클라우드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클라우드 사용자는 올바른 질문을 제기해야 하며 정부의 액세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클라우드에서 얻는 생산성 및 이점 사이의 균형을 도출해야 합니다. 
 

                                                      
48 참조: Bank of Nova Scotia v. United States, 740 F.2d 817, 828 (11th Cir. 1984), cert denied, 469 U.S. 1106 (Jan. 7, 1985). 

49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에 위치한 주체에게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 중 다수가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데이터 액세스가 이 논란의 초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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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Bank of Nova Scotia를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대체하여 상황을 논하겠습니다. "특히 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다른 나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데이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모든 법률을 어떻게 준수합니까?"라는 의문이 핵심 질문입니다. 합법적인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본국법 위반을 우려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 주권이 개입되면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각국의 본국법이 서로 다르고 (Bank of Nova Scotia 건이 명백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 정부가 자국 수사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Bank of Nova Scotia의 경우 한 국가의 형사조사와 다른 국가의 민사조사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장래에 국가 간의 형사법이 충돌하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기업 직원이 형사 기소 및 

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Bank of Nova Scotia 건에서 조직이 외국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현지 법률을 회피하도록 만들기는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법원 견해가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든) 형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며 내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데이터를 입수합니까?", "모든 범죄자 및 범죄가 

관할권 내에 있지만 데이터와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관할권에 없는 경우 어떻게 데이터에 액세스합니까?" 및 

"저장된 데이터 및 전송 중인 통신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기존 권한을 이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등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는 정부가 

조사 대상의 진정한 신원이나 현재 위치를 모르거나 개인의 데이터가 저장된 관할권을 확실히 식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리, 국적 또는 이미 정해진 기타 요인에 의존하는 조사 규칙은 어려운 요소였습니다.50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 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이익 및 정부가 지원하는 이점은 세계적으로 분산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통합에서 일부 기인합니다. 모든 국가에 데이터 센터를 배치하고 각 데이터 센터가 

현지 인구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 이 모델의 유효성이 손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고는 공공 안전과 국가 보안 확립의 책임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데이터를 강제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50 위치를 아는 경우에도 국가 간 공조를 위한 국제 메커니즘은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조가 자발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입니다(상호 법적 공조 조약이 공조를 허용하고 촉진할 수 있지만 의무화되지는 않음). 또 일부 경우 본국법에서 공조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도청법에서는 미국 기관이 미국의 특정 법률 위반 건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도청을 허용합니다(지정된 특정 위반 목록은 18 U.S.C. 2516 참조). 

외국에 위치한 누군가가 해당 외국 국가 내에서 미국 전자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여 범죄 행위에 개입한 경우, 미국은 도청 지원을 제공할 법률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정부에서는 현지 법률 위반 피의자인 현지인과 관련하여 전자 형태의 증거를 찾을 때 국제 공조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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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을 받았더라도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정부 액세스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으며, 인권 및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기타 이해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 없이 모든 클라우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모든 

정부에 제공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를 위해 실행 가능성이 보다 높은 규칙을 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소한 일부 사례에서만이라도 이런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 법률 및 문화상의 중대한 차이와 관련된 사례 또는 정부들이 서로 상대방을 위법 행위로 

비난하는 사례 등과 같은 일부 사례가 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반드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사례에 적용되는 규칙은 국제적인 충돌의 수를 상당히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내에서 데이터가 위치한 국가가 이 데이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견해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가들은 최소한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라도, 요청 국가가 자국 국경 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에게 사법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데이터가 다른 위치에 저장된 

경우도 포함). 요청 대상 데이터는 요청 국가의 관할권에 있는 개인과 관련이 있거나 이 관할권 내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강제된 기업은 데이터 

주권국(제출 대상 데이터가 위치한 국가)에게 요청의 특성(요청 주체 및 요청 대상 데이터 식별)에 대해 알립니다. 

이 알림의 목적은 데이터 요청에 대해 데이터 주권국이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요청 주권국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의 조사 자체를 공개하는 데 대해 우려할 수 있지만, 

프레임워크 범위를 적절하게(예: 상호 관심사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으로 한정) 설정한다면 조사 사실 공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워크에서 강제 명령에 대응하는 주체는 국제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V. 안정성 

 

A. 배경 
 

1999 년, Microsoft Research 는 코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탐색하기 위해 

PPRC(Programmer Productivity Research Center)를 설립했습니다. 이 팀은 새로운 통계 분석 및 테스트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PPRC는 예를 들어 

C/C++용 정적 분석 도구, 의존성 분석기, 코드 검사 도구, 테스트 우선 순위 도구, 성능 분석기, 고급 디버거 등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Microsoft 제품, 특히 Windows 와 Office 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TwC를 발표하고 Microsoft가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안정성 정의를 채택하고 

계측된 제품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안정성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이런 노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안정성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학계와 업계 두 분야 모두가 '안정성'에 대한 논의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안정성을 정의하고, 

안정성에 대해 논의하며, 이상적인 안정성 표준과 실제 구현을 비교합니다."51 사전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51 "Understanding Reliability: Measuring IT Pain Points" (2005년 5월, 저자: Thompson, Herbert, Whittaker,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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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합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는 "안정성"을 "안정적인 상태 또는 그 품질" 또는 더욱 구체적으로는 

"의존하기에 적합함, 신뢰할 수 있음"52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제품 또는 시스템의 안정성의 의미에 

대해 다른 기대치를 가진 고객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일부 고객은 가용성에 초점을 두고, 일부는 성능 

측정을 포함하며, 또 일부는 관리 기능과 복구성을 추가하고, 또 다른 일부는 예측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  

 

이 백서에서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TwC 컨텍스트에서의 

안정성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세계에서 "엔지니어링 목적으로, 

안정성은 장치가 규정 조건에서 지정 기간 동안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으로 정의"53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간단한 이 정의는 IT 세계에서 고유한 해결 과제를 제기했습니다. 자동차나 전통적인 전화기를 사용할 때와 달리, 

IT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이 폭넓게 허용되며 "규정 조건"과 매우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통적인 정의에서는 장치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장치 및 서비스(및 

장치에 포함된 데이터)의 연결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세계에서 이 정의는 서비스가 객관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성능 기대치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중요 활동 및 중요하지 않은 활동을 

위해 장치 및 서비스에 의존하는 연결성 환경에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선언하려면 먼저 시스템이 안정성과 

관련한 합당한 수준의 사용자 기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애, 즉 설계나 구현의 내재적인 약점을 방지하도록 

강조하는 기존 방법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기존 방법에서는 "평균 장애 시간"(MTTF, mean time to 

failure)이라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서비스가 여러 장치의 조합에 의해 렌더링되므로 각 장치의 안정성이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기술 및 조직에 대해 서비스가 가지는 의존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자연재해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시스템 지속 가능성과 구성 요소 가용성 문제가 

발생하며 손상된 시설의 복구가 지연될 수 있는 현 시점에 발생하고 있습니다.54 

 

현재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이전 환경과 새 환경의 장애 상황을 대조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이 간단한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밖을 내다보아 

동네의 다른 집들도 정전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집은 정전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고, 다른 집들도 

모두 정전이라면 전력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발전소, 송전선, 변전소, 가정 공급선 등을 포함하여 전력 

회사의 발전 및 송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 식별과 수정은 대부분 전력 회사의 한계 내의 

일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단일 주체가 인프라 대부분을 통제하는 형태였으므로 장애가 기술 의존성을 

가지지만 조직 의존성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52 참조: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eliability.  

53 http://en.wikipedia.org/wiki/Systems_reliability 일부 인용.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IEEE 1990 Standard Computer Dictionary: A 

Compilation of IEEE Standard Computer Glossaries. New York, NY ISBN 1559370793).  

54"자연재해 수는 1975년 100건 미만에서 2005년 400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M-DAT: 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 www.emdat.be, 벨기에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Brussels). 참조: 

http://bits.blogs.nytimes.com/2011/11/04/thailand-floods-will-affect-computer-makers-and-web-sites/.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eliability
http://en.wikipedia.org/wiki/Systems_reliability
http://en.wikipedia.org/wiki/Special:BookSources/1559370793
http://www.emdat.be/
http://bits.blogs.nytimes.com/2011/11/04/thailand-floods-will-affect-computer-makers-and-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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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시스템은 기술 의존성과 조직 의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문제는 (1) 노트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2) 무선 라우터, (3) 광대역 모뎀, (4) 액세스 제공자(전송 라인 또는 백 엔드 시스템), 

(5) 원격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또는 (6) 연결망 중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실제 전원 

장애일 수 있습니다. 진단 도구가 있지만 문제 식별과 해결은 많은 경우 어려운 일입니다. 

 

  

B. 클라우드 
 

이 글로벌 시스템의 복잡성은 클라우드 채택55을 고려하는 사용자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최근 

거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알려진 가동 중단으로 인해 복잡성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56 IT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차원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생산성57 또는 공공 상태 

및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정부는 소셜 매체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최신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며, 여기에 처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무선 통신뿐 아니라 GPS 장치, 매핑 기능, 스트리트 뷰, 

화상 회의 및 다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은 

정보 시스템이 전체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합당한 수준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실현됩니다. 각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중요 인프라의 일부를 클라우드 또는 최소한 특정 클라우드 구성 요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안 설계되지 않았다면 안정성 상황은 더욱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은 군사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보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특정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이며 인터넷의 기능을 활용하는 사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넷은 오늘날처럼 많은 사용자와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았으며 악의적인 패킷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의도한 

용도와 의도한 사용자 기반을 고려해볼 때, "최선형(best effort)" 전송 시스템은 당시의 필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상호 작용, 상업 거래, 긴급 대응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 

점점 더 많은 기술이 포함되는 요즈음에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며 필요한 안정성 수준이 기존에 

확립되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원하는 안정성 수준을 획득해야 합니다.  

  

                                                      
55 IT 전문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를 요약해 달라는 질문에서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안정성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ISACA/ITGI "Global Status Report on Governance of Enterprise IT", 2011년 1월, (pp. 38) 

56 가동 중단이 Microsoft(http://windowsteamblog.com/windows_live/b/windowslive/archive/2011/09/20/follow-up-on-the-sept-8-service-outage.aspx), 

Amazon(http://aws.amazon.com/message/65648/), Google(http://informationweek.com/news/cloud-computing/software/231600978)) 및 

VMware(http://support.cloudfoundry.com/entries/20067876-analysis-of-april-25-and-26-2011-downtime)에서 발생했습니다. 

57 참조: "IT Downtime Costs $26.5 Billion In Lost Revenue"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storage/disaster_recovery/229625441 (IT 장애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http://windowsteamblog.com/windows_live/b/windowslive/archive/2011/09/20/follow-up-on-the-sept-8-service-outage.aspx
http://aws.amazon.com/message/65648/
http://informationweek.com/news/cloud-computing/software/231600978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storage/disaster_recovery/229625441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cloud-computing/infrastructure/229503443
http://www.informationweek.com/news/cloud-computing/infrastructure/2295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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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 인프라에서 형성된 상호 의존성이 우려를 낳는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국방, 경제적 번영, 삶의 질 등은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서비스에 의존해 왔다. 정보 시대에는 에너지, 은행 및 금융, 운송, 의료 서비스, 

통신 등의 중요 인프라를 새로운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신 및 컴퓨터 

시스템이 급증하고 이들이 통합되면서 여러 유형의 인프라가 서로 연결되어 

복합적인 상호 의존성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상호 연결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위협과 결합하여 전무후무한 국가 안전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취약성이 발생했다.58 

 

이런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더라도 각 주체가 기술 또는 운영상의 의존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정성 위험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전자 자금 이체망의 가용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중복된" 통신 채널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는 "공동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유 시설을 통해 통신 라인을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시설이 손상되면 은행은 동시에 모든 통신 채널의 

손실을 겪게 됩니다(단일 지점 장애). 은행은 자사 네트워크 맵을 통신 회사와 공유하고, 통신 회사는 자사 맵을 

고객이나 다른 통신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도한 중복 수준이 생성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 

행동 예측에 빅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인텔리전스"(EI)를 

형성해야 합니다. 즉,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품 수명 주기 동안 대량의 엔지니어링 관련 데이터(개발 및 운영 

데이터)를 식별하고 추출하며 분석합니다. 이 결과물을 이용하여 더 나은 엔지니어링 관련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EI 기술은 엔지니어링 및 운영의 

과거와 현재 관점뿐 아니라 미래 전망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의존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도구 개발 

기회가 충분한 분야입니다. 이외에도, 의존성 관점에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실행 가능한 분류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악용 용이성과 고객에 미치는 위험을 기준으로 평가와 완화 조치가 취해진 

반면, 서비스 전반이나 기업 전반의 의존성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의 완화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보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복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엔지니어링 방법을 재고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스템 관련 가용성 향상은 개별 구성 요소의 품질 향상 및 중복과 데이터 복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복은 중요 요소의 복제를 보장함으로써 한 요소의 장애가 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키기 않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중복이 다양한 잠재적 장애 모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높은 안정성 수준을 고려할 때 단순한 중복 메커니즘은 불충분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58 Marsh Commission 보고서, "Critical Foundations, Protecting America’s Infrastructures" (p. ix.) 참조: http://www.fas.org/sgp/library/pccip.pdf.  

http://www.fas.org/sgp/library/pcci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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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들이 강력한 장애 조치 메커니즘 설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장애 조치 메커니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구현하고 유지 관리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용 중 중단 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차치하고, 현재 대규모 시스템의 장애 비율은 이러한 이전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데이터 복제 또한 IT 전문가와 개인 사용자가 장치 실패 시 데이터 가용성 및 사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널리 채택했습니다. 서로 다른 장치에 분산하거나 여러 위치에서 호스팅하여 데이터의 동일한 사본을 여러 

개 확보하면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따라서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여러 장치 및/또는 위치에 배치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이 업데이트를 

처리해야 하는 방법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복잡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유지 관리 작업 과정에 응용 

프로그램 수준에서 발생한 오작동이나 실수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작동이나 실수가 상당 기간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 원본의 정확한 복제본을 생성해야 하는 데이터 

복제 메커니즘이 중요 복제본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복 및 복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업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째, 주어진 구성 요소의 안정성에 주요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 구성 요소가 현재의 복잡한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초기에 장애 모델링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이점을 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업계는 협업을 통해 "복합 안정성"을 위한 종단 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전체적으로 종단 간 안정성을 제공하는 

프로덕션 구현을 위한 아키텍처와 표준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높은 우선 순위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모범 사례 및 표준 개발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업계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연합(Cloud Security Alliance)과 비슷한 클라우드 안정성 연합(Cloud Reliability Alliance)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클라우드 의존도 및 더욱 복잡해진 환경을 감안할 때, 소프트웨어 장애 방지를 강조한 

기존 방식에서 그치지 말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컴퓨팅 시스템 관련 장애를 탐지하고, 격리하며, 

복구(또는 해결)하는 소프트웨어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실, 서비스 설계자나 서비스 

운영자들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복구 위주의 컴퓨팅"에 쏟을 수밖에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유의 중요 

요인이 다수 있습니다.59 장치 실패, 소프트웨어나 펌웨어의 잠재 취약성, 사람의 실수 등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없이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장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장애에 대비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서비스 구성 요소 사이의 의존성은 

가능한 한 느슨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구성 요소는 다른 구성 요소의 장애 발생 시 정상적으로 성능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상황을 만들지 않고 부분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자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 구성 요소 장애 모델링뿐만 아니라 진정한 종단 간 

장애 모델링을 설계 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59 참조: http://roc.cs.berkeley.edu/roc_overview.html. 

http://roc.cs.berkeley.edu/roc_over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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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는 또한 사양에 제시된 "대응 메커니즘"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및 이후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장애 주입을 통해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여 원하는 동작이 실제 세계에서(테스트 환경은 

대규모의 글로벌 서비스가 지원되는 현 세계에서 유용하지 않음) 구체화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테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적인 장애 주입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후속 소프트웨어 릴리스, 네트워크 용량이나 설계의 변경 및/또는 새 하위 시스템 추가를 수행할 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안정성 위협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60 서비스 실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애 식별 시 변경 사항을 

완벽하게 롤백하는 기능도 포함해야 합니다. 

 

VI. 결론 

   

Bill Gates 가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을 발표한 당시에는 컴퓨팅과 사회가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I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의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뚜렷이 부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팅은 다양한 장치, 글로벌 서비스, 빅 데이터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컴퓨팅 

의존도는 2002년 당시에도 높았지만 지난 10년간 그 정도를 훨씬 더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교육의 진보와 

상업적 성장의 수단이 되어 왔던 인터넷은 이제 사회 전반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역사의 

특징을 규정한 민주주의 혁명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사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퓨팅과 세계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TwC도 발전해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지난 10년간의 Microsoft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곳곳에서 SDL(보안 개발 주기)을 채택했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Microsoft의 끊임 없는 노력이 고객의 혜택으로 이어졌으며, 안정성을 위한 노력으로 시스템 충돌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IT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데이터와 장치 및 서비스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끈질기고 단호한 적에 

대처해야 하며 각국 정부가 사용자와 인터넷뿐 아니라 공공 안전과 국가 보안을 우려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구축한 전략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60 프로그래밍 방식의 의도적인 장애 주입의 표준은 Netflix가 개발한 "Chaos Monkey"라는 도구에서 잘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개발 이후 다양한 

잠재적인 장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현재 Netflix에서 "virtual Simian Army"라고 함). 참조: 

http://techblog.netflix.com/2011/07/netflix-simian-army.html. 

http://techblog.netflix.com/2011/07/netflix-simian-arm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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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C의 기둥에서 실제로 우리는 고유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는 예방, 검색, 제약, 복구를 포괄하는 전체론적인 보안 전략을 채택하여 끈질기고 단호한 적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연결성, 다양한 장치, 리치 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이 세계에서의 

생활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효율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빅 데이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원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고 복구 위주의 컴퓨팅을 

추구함으로써, 장애 시 유연성을 발휘하며 정보 시스템의 복잡성, 상호 연결성,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장치와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관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통해 IT에 의존하는 사용자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0년 전 Bill Gates가 정의한 임무는 어느 

때에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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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이 백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초안이나 브리핑을 검토하고 매우 중요한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소속 팀의 전체 의견을 모아 제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해당 검토자 전체 목록 없음). 행사에서 이 백서의 

개념을 발표하고 행사 후 복도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면서 유용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 

제공자를 모두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기고자께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Matt Thomlinson, Adrienne Hall, Fred Schneider, Jeannette Wing, 

Steven Gerri, Neeraj Suri, Malcolm Crompton, Dean Hachamovitch, Martin Abadi, Mark Russinovich, Fred Cate, 

Ellen Cram Kowalczyk, Dan Reed, Scott Field, Peter Haynes, Steve Lipner, Vijay Varadharajan, Viktor Mayer-

Schonberger, Mike Adams, Xuedong Huang, Jeff Jones, Diane D’Arcangelo, Shawn Aebi, Reese Solberg, Ellen 

McDermott, Peter Loforte, Rich Wallis, Cristin Goodwin, Geff Brown, Adam Shostack. 또한 Peter Cullen, Brendon 

Lynch, Jules Cohen, David Bills에게도 포괄적이고 고유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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