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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정보통신부는 IT839 전략을 야심차게 추진

하고 있으며, 이는 3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여 8대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9대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활

성화시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사회는 컨버전스(convergence)

와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충족시키는 기술, 제

품, 그리고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며, 이는 광대역통

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BcN은 IPv6 체계를 기반

으로 단계적으로 유ㆍ무선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

망과 최종적으로 USN(Ubiquitous Sensor Net-

work)이 All-IP 망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구축될 것

이다[1].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

과 공적인 정보들이 혼재되어 광대역네트워크에 존

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한 역기능 

또한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처럼 IT839 

전략에 있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요소들을 

각 전략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개

별 통신망들이 상호 통합되고 융합되는 환경에서 개

별망의 피해가 BcN으로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로 확

산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IPv6 망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IPv4 망에서 발생되었던 

기존의 위협과 동시에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취약

점이 있다는 점과, IPv4/IPv6 망 혼재에 따른 취약

점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로

는 초경량, 저전력의 RFID/USN 자체의 특성에 따

른 DoS 공격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USN에서는 도처에 설치

된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하여 사용자의 위치, 쇼핑정

보, 뱅킹정보 등을 수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IT839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협요소들을 살펴보자. 홈네트워크 서

비스에서의 개인 자산에 대한 불법 제어 가능성이 

매우 증대될 것이다. 홈네트워크 정보기기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생명 및 재산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

다.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임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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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불법 서비스 도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텔레매틱스 서비

스 장애를 유발시키거나 불법 사용에 의한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휴대 단말기를 통

한 웜ㆍ바이러스 공격,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도 매

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디지털 콘

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통 문제도 매우 심각한 역기

능 현상이며, 특히 BcN을 통하여 여러 개별망이 통

합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나 유통 문

제가 더욱 더 손쉽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IT839 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이버 역기능 또한 매우 광범위할 것이다. 따

라서, 본 기고문에서는 이러한 IT839 전략의 추진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정보보호 환경을 분석하며, 

제 III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개발 방향

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정보보호 환경 분석  

IT839 전략 추진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방

향은 국내외 기술 동향과 시장, 정책 동향, 경쟁력 

분석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정

보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정보보

호 기술 개발 경쟁력을 분석하여 본다. 

1. 정보보호 기술 동향 분석  

국내의 정보보호 기반 기술은 정부 주도 및 국제

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초경량 암호/인증 기술, 프

라이버시 보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보

다 훨씬 제한적인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초경량 암

호 및 인증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보

호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s)

을 개발하여 이용자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 프

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 기술은 네트워크 장비업체

를 중심으로 IT SoC 및 보안 모듈 형태로 네트워크 

장비에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정보

보호 장비들은 네트워크 장비에 내재된 보안장비와 

독립된 개별 보안장비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구현 시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고속

화ㆍ통합화 추세에 있는 것이다. IPv6 보호 기술의 

경우에는 IPv6 단말 인증 및 서비스 보호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USN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의 도청ㆍ추적ㆍ위변조ㆍ프라이버시 침해ㆍ네트워크 

위협 등을 차단하여 USN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안전

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IT 디바이스 보호 기술은 서비스 사업자의 요구사

항을 반영한 스마트 카드 및 IP(Intellectual Prop-

erty) 형태로 단말기에 내장되어 서비스를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정보보호 시장 동향 분석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225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연

평균 증가율(CAGR) 19.1%로 성장하여 2007년에

는 4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 (여기에

서 소프트웨어는 3A, SCM, 암호화, 방화벽/VPN, 

ID/VA 등이며, 하드웨어는 방화벽/VPN 장비, NIDS, 

스마트 카드, 암호가속기, IP VPN 전용장비 등이다. 

서비스는 컨설팅, 관리 및 감시, 사고대응, 교육 및 

훈련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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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Worldwide IT Security and Business Continuity 
Forecast, 2003. 9. 

(그림 1) 세계 정보보호 시장 전망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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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5,861억 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며, 

CAGR 16.8%로 성장하여 2007년에는 1조 3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3].  

정보보호 기반 시장은 PKI 및 생체인식 시장이 

주력이며, 향후에는 초경량, 저전력 암호/인증 모듈 

및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시장은 

네트워크 장비에 내재된 보안 장비와 보안 전용 장

비가 공존하는 형태이며, 향후 RFID/USN 보안 솔

루션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IPv4/ 

IPv6 듀얼 스택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현재

의 정보보호 기술을 접목한 형태의 제품이 향후 출

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IT 디바이스 보호 시장은 현재는 스팸차단 및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같은 소프트웨

어 솔루션이 주력이지만, 향후에는 디바이스에 내장

되는 IP 형태의 보안 제품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3. 정보보호 정책 동향 분석 

국내외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본토안보

부(DHS)를 중심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차세대 

보안 기술과 새로운 정보보호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

을 개발중에 있다. 여기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개

인 식별 기술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각종 법ㆍ제도적 장치까지 포함된다.  

유럽의 경우, EU는 정보보호 구심점 역할을 담당 

할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기구(European Net-

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ENISA)

를 설립하고 네트워크와 정보보호 관련 문제의 해결

을 위해 연구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3년 10월 정보통신 구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경제 기반의 안전성 확립

을 위하여 정보보호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전자태그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공포한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u-Korea 조기 실현을 위한 정

보보호 중장기 기본전략을 범국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

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자 추진중

에 있다. 

4. 국내 경쟁력 분석  

국내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대외적인 경

쟁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점으로는 성공적

인 정보화 추진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보 인프라

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내ㆍ외적인 수요기

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국내 정보보호 기술 개발의 약점으로

는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나 정

보보호에 대한 예산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라는 점이

다. 또한, 과거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해 

축적된 기술력이 부족하며,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

와 같은 기술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약점으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기술력을 가진 기업

이 부족하며 고급기술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는 점도 있다. 국내 정보보호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신생 벤처 기업으로 규모가 

작아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미

비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정보보호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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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백만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료>: KISA, 국내 정보보호산업 통계조사, 2003. 9. 

(그림 2) 국내 정보보호 시장 전망 

서비스 
제품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1호 2005년 2월 

 

4  

은 2003년 1.25 인터넷 침해사고 이후 정보보호 기

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배가되고 있다는 점과, 사

이버 생활이 일상화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

로 발전하면서 정보보호 요소 기술 개발에 대한 필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위기 속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T839 전략이 추진되면서 이의 성

공적인 구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기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

다는 점 또한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

진되기 위해서는 BcN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방송

망의 통합화로 악성코드의 확산을 용이하게 함으로

써 복합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

한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사실과 정보보호 인력과 예

산의 부족, 정보보호 전문성 결여 등으로 자율적인 

정보보호 수준 제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표 1>은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분석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정보보호 기술과 선진국

과의 격차는 평균 2.5년의 기술 격차와 75%의 상대

수준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본 분석표는 

ETRI에서 지난 2003년 11월 29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정보보호 전문가 1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준 항목 가운데 중요성

이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항목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

한 결과이다[4].  

 

<표 1> 국내 기술 경쟁력 분석표 

대분류 중분류 주요 경쟁력 평가 기준 기술격차(연수) 상대수준(%) 

암호 

- 비밀키/공개키 암호 설계기술 
- 데이터처리속도 
- 키길이와 보안레벨의 적정성 
- 키관리 메커니즘의 안전성 

2 80 

인증 
- 안전성 및 신뢰성 
- 성능 및 속도 

2 70 

개인정보보호 
- 자기정보 통제권 
- 익명화 에이전트 

2 80 

정보보호기반 

해킹ㆍ바이러스 방지 
- 해킹 탐지의 정확도 및 차단 성공률 
- 바이러스 탐지 및 방지속도 

1 85 

BcN/IPv6 
- 가용성 및 신뢰성 
- 성능, 상호 연동성 

3 75 

인프라 

USN 보호 
- 위협요인 감소 
- 복구의 신속성 

2.5 80 

전자거래 및  
응용서비스 보호 

- 보안요구사항 만족도 
- 표준적합성 및 상호연동 지원 
- 응용서비스 연동 

2 80 

시스템 보호 

- 보안의 신뢰성 
- 취약성 강화 정도 
- 국제표준 준수 및 상호연동 지원 
- 서비스 안전성 

1 85 

IT 서비스 보호 
- 보안의 신뢰성 
- 취약성 강화 정도 
- 표준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2 80 

유해정보차단 
- 유해정보 인식률 
- 유해정보 차단율 

2 75 

콘텐츠 보호 
- 법적효력 여부 
- 체계적 보호여부 

1 85 

접근제어 
- 국제표준 준수 및 상호 연동 
- 제품 사용의 편리성 제공 

2 80 

디바이스 

T-Commerce 보안 
- 표준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 안전한 전자지불에 대한 신뢰성 

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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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술개발 추진 방향[5],[6] 

IT839 전략 추진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의

추진 방향을 알아본다. IT839 전략의 공통적인 정

보보호 기술로는 암호, 인증, 보안 프로토콜 등이 

있을 것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 분야는 BcN, 

IPv6, USN 네트워크 보호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IT 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를 위해서는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홈네트워크 및 텔레매틱스 서비스, 

통신단말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멀티미디어 유통 

및 보호 분야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그림 3)과 같

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기반 핵심기술 

IT839 전략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보호 기

반 핵심기술은 암호 기술, 인증 기술, 개인 정보 유

출을 방지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등이 있다. 예

를 들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초

경량 암호/인증 기술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보호 

기술, e-ID 관리 및 다중 생체인식 기술, 초소형 정

보기기 보호기술 등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의 다양한 전자거

래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일 ID 관리, 인터넷 SSO(Single Sign On), 개인정

보보호, 분산인가, 통합감사, ID 중개 기능 등을 수

행할 수 있는 공통보안 서비스 플랫폼이 시급히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유비쿼

터스 환경에서 타인수락 에러율 0.01% 이하의 개인 

인증이 가능한 실시간 다중 생체인식 알고리듬을 개

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래전망 안전ㆍ신뢰성 보장 Security 서비스: 정보보호 기술 고도화에 의한 U-Secure, U-Clean, U-Privacy KOREA 실현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3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능동형 보안관리 
시스템 

초경량 암호 
알고리듬 

지능형 보안관리
시스템 

다기능 
복합 SoC 

양자암호 
알고리듬 

Integrated Security Fusion Security Intelligent Security 

서비스/제품 

개별 기능 통합화 신뢰성 보장 다기능, 융합화 시장 
요구사항 

암호기술 

Global PKI, PMI

초고속 타원곡선 암호 

IC 카드+생체인식 

초경량/저비용 암호 기술 

고효율 복합 인증 
다중 생체인식 칩셋 

양자/광 암호 

지능형 인증  
 보안 연동 생체 인식 

단일 도메인 
보안 관리 

통합보안 관리 이종망간 
통합위협 관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보안 

USN 기반 
PKI 기술 

공개키 기반 
USN 암호/인증 기술

USN 무선 보안 
미들웨어 기술 

USN 보안 센서 노드 

휴대형 컴퓨터용 보안 IP/SoC 액세서리형 컴퓨터용 보안 IP/Soc
착복형 컴퓨터용
보안 IP/SoC 

신체내장형 컴퓨터용 보안  
IP/SoC 

네트워크기반 로봇용 보안 IP/SoC 유비쿼터스 로봇용 보안 IP/SoC 

정보보호 
기반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기술 

통신방송융합형 단말기용 보안 IP/SoC 지능형 휴대단말용 보안 IP/SoC 

유해정보판단 및
분류 기술 

응용별 유해정보방지기술 고성능 자동 선별/차단 기술 
통합 멀티미디어 기반 불건전 방지 기술 

디바이스 
보호기술 

(그림 3) 정보보호 기술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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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들은 국제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국내 기술에 대

한 사전 홍보 및 국외 표준화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표준화를 주도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2.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 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보호기술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인 BcN, IPv6, USN 네트워크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여

기에는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 IPv6 정보보호 기술, 무선 유비쿼터스 서비스 

보호기술 등이 속할 것이다.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 보장기술의 개념도를 

(그림 5)에서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BcN 환경에

서 네트워크 위협을 능동적으로 탐지/분석/차단하

보안관리

보안노드 보안노드

3) 트래픽 분석 및
대응방안 결정 

2) 이상징후
정보전달

R 

R 

R 

R

R

R

C
C

C

R

1) 트래픽 
감지 

5) 트래픽  
조절ㆍ차단

4) 대응메시지 전송 

R: Router 
C: Computer 

(그림 5)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 보장기술 개념도 

여 고속 침입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종합 위협 대응 기술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보호 기술에서는 2003년 1.25 인

터넷 침해사고와 같은 네트워크 트래픽 폭주 시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트래픽 감지 

및 차단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안전하고 신뢰성 있

 

실시간 다중생체 검색 시스템 

서버 

다중 생체정보 
특징 추출 

분류/검색  

암호화/압축

원 영상/ 
특징정보 

생체정보 보호 

등록 

인증

전자 금융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의   
정확한 신원확인  

 온라인/오프라인 
금융 서비스의 고 
객 신원확인 

전자정부 

E-Health 

 의료기록접근시 
신원확인, 관리 
 원격진료, 전자
처방전 

출입국 심사 

 출입국 서비스 
(등록/발급/인증) 
 금강산 관광 등 
 육로 국경 통과 

경찰청 

 범죄자 신원확인 
 전과 조회 
 면허기록 조회 

Other Application 

 세관(관세청) 
 사회복지(연금, 복지
수당 관리 등) 
 미아찾기 

(그림 4) 다중 생체인식 개념도 



IT839 전략 추진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개발 방향 

 

7  

는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침해대응 보안 

프레임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위협관리기술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IPv6 정보보호 기술의 경우에는 P2P(Peer-to-

Peer) 네트워킹의 도래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보

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술 및 대용

량 스트림 서비스를 위한 IPv6 기반의 멀티캐스트 

보안기술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RFID/USN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적극

적으로 보호하고, 사물의 자동식별ㆍ이력추적 등 유

비쿼터스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보

호 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3. 디바이스 보호 기술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원하는 IT 디바이스의 안전

성을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 보호 기술은 지능형 

홈ㆍ로봇 서비스 보호기술, 경량형 복합단말 보안 

플랫폼 기술, 클린 멀티미디어 서비스 보호 기술 등

을 말한다.  

(그림 6)과 같은 지능형 홈ㆍ로봇 서비스 보호 기

술은 신뢰성 있는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효한 사용자를 구별하며 서비스 로봇, 차세대 PC 

등 다양한 정보기기 간에 안전한 통신 및 제어 기술

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경량형 복합단말 보안 플랫폼 기술은 통신ㆍ방송

신규 IT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및 텔레

매틱스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복합 단말기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이다.  

클린 멀티미디어 서비스 보호 기술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유통 보호 및 불건전 정보 차단을 통

한 깨끗한 IT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정보보호 기

술이다. 이를 통하여, 유무선 환경에서 주로 사용된 

온라인 응용 프로그램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되는 음란ㆍ폭력ㆍ불법 콘텐츠에 대한 불건전 정

도를 자동화하고 선별적으로 분류하여 차단할 수 있

는 기술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ㆍ통신의 

융합 하에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다양한 단말기

에서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불법 복제ㆍ배포ㆍ유통

의 방지, 단말간 콘텐츠 이동 및 공유ㆍ사용제어를 

지원하는 방송 콘텐츠 보호 기술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미래 정보통신 서비스는 유비쿼터스와 컨버전스

환경을 그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의 사적ㆍ공적인 정보들이 네트워크상에서 혼

재되어 사용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들을 악의적인 

뜻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개인의 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재앙으로까지 발

 

 
Home Network 

서비스 로봇 

신뢰터널 

Internet

홈/로봇 서비스사업자 

접근제어 

 상황인지를 위한생체관리 

 보안관리서버 

 

홈/로봇 콘텐츠사업자 

댁외 사용자 

 
디바이스 
인증서발급 

(그림 6) 지능형 홈ㆍ로봇 서비스 보호 개념도 

Home Gateway/
Hom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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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추진중인 

IT839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

인정보들과 공적인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들

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되어야만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기고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보보

호 기반기술, 인프라 보호 기술, 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 기술들이 2010년까지는 차질 없이 개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ㆍ학ㆍ

연ㆍ관이 상호 역할 분담 및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IT839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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