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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보안 경제학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학문 분야 

- 보안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상당 부분의 실패는 기술적 오류에 기인하기 보다는 
  잘못된 동기들(incentives)에 기인 

- 경제학은 기초적인 원가계산(cost cccounting)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2)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동기로 인해 보안 엔지니어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중요하고 예민하게 다루고 있음

2. Classical Economics

(1) 1776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 
- 자유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자기이익(self-interest) 

 
(2) 1948년 애로우(Kenneth Arrow)와 드브로(Gerard Debreu) 

- 시장이 특정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 
- 컴퓨터 산업이나 보안업 종사자에서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많은 경제적 이익은 독점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 

(3) 칼 샤피로(Carl Shapiro)와 핼 베리언(Hal Varian)의 ‘정보의 법칙(Information Rules)’ 
- 정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추가생산에 대한 한계비용이 낮다. 
- 네트워크의 효과는 관계로 부터 나온다. 

(4) 독점 
- 기업의 차별적 정도는 시장 지배력(market power)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 기술 발전은 고객의 정보 비용(cost of information)을 감소시키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약하게 하는 주요 요인

(5) 공공재 
- 시장 실패는 각자의 희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재화를 갖을 
때 발생 
- 고전적인 예: 공기의 품질(air quality), 국방, 과학연구 등 
- 안전하지 않은 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한 사람들은 오염석탄을 태우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처리 비용을 전가 

3. Information Economics

(1) 정보의 가격 
o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외부효과 
(network externalities)에 있음. 
-> ex) E-mail, SNS, 포털 등

 
o 좋은 상품을 경매에 부치려는 사람은 더 많은 입찰자가 기다리는 큰 경매소를 선호 
->기업들은 리눅스나 맥(Mac)으로 개발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2) 기술적 고착화(technical lock-in) 
o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사 제품의 플랫폼으로 윈도우즈를 사용하면,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o 사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바꾸게 되면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o 샤피로(Sapiro)와 베이런(Varian) 
-> 소프트웨어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 고객의 총 고착화 정도와 일치

 
(3)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o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앉고 있는 것이 비대칭 정보 
o 레몬시장(market for lemons): 애컬로프(George Akerlof)의 노벨 수상논문 
-> 2,000달러의 질 좋은 중고차와 1,000달러의 일반 중고차의 선택 
o 사용자가 좋은 것을 나쁜 것과 구별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20달러 짜리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10달러 짜리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

4. Economics of Security and Dependability

(1) 보안의 경제학과 신뢰성(Dependability) 
- 보안 담당자는 시스템 실패의 비용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의 실패에만 관심을 집중 

(2) 가장 취약한 고리(Link)냐 노력의 총합이냐 
- 프로그램의 정확성은 취약성을 유발하는 가장 부주의한 프로그래머의 노력에 
달려있으며, 소프트웨어 취약성 검사는 모든 사람의 노력의 집합이 중요 



- 보안은 최선의 노력(best effort)에 의존 
-> 보안 설계자와 같은 최고 수준의 개인이 취하는 행동이 중요 

(3) 패칭 주기 관리 
- 2006년 Andy Ozment와 Stuart Schechter는 주요 OpenBSD 운영체제의 경우 
공개되는 취약성의 비율이 6년 동안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견 
- 이 결과는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를 CERT에 보고하면, 대응팀이 다시 
보안업체에 통보하고, 패치가 제공된 뒤에 침약점을 공개하는 방식을 지지 
- 보안업체와 고객들 사이에 갈등 
->. 패칭의 주기와 타이밍, 보완자(complementer)와의 문제, 측정 기준의 어려움, 
취약성 정보를 판매하는 아이디펜스(iDefense)나 팁핑포인트(TippingPoint)와 
같은 업체, 버그 보고서(bug report)에 대한 접근 특권을 가진 정보기관이 다른 
국가의 시스템에 대한 제로데이 탐색 등 

(4) 왜 윈도우즈는 안전하지 않은가? 
- 소비자 입장에서 고착화가 진행된 시장의 경우 새로운 프린터를 39.95달러에 샀는데, 
나중에 이 프린터에 들어갈 카트리지를 두 개를 하나에 19.95달러에 사야 되는 경우 
- 앱 개발자의 경우, 처음에 앱 코딩이 쉽지만, 보안 영역이 증가하며, 이것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 

(5) 프라이버시의 경제학 
-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와 달리 행동 
- 그러나 사람들이 쇼핑(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쇼핑)할 때 보여주는 행동은 
아주 작은 혜택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 

부록 – 단어 정리

malice 악의 undermine 약화시키다.
discipline 훈련 perception 인식, 지각
evolve 서서히 발전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expertise 전문적 기술 composite 혼성,혼합
major 보다 중요한 fraud 사기
viability 생존능력 deception 사기
asymmerty 어울리지 않음,비대칭 surge 급상승
pretext 구실, 핑계 compromise 절충, 타협
pretexting 위장 eavesdropping 도청, 엿듣기
rest 휴식, 나머지 forgery 위조죄, 위조된 물건
turnstile 회전문 uptake 활용, 흡수
antecedent 선행 사건, 선조 delegation 위임, 대표단
suppressing 진압하다 physiology 생리학
dozen 다수, 여러개 intuition 직관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