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풍력이 다른 기술들을 압도하고 있
다는 점이며, 따라서 태양광발전 등과 같이 미래 잠재력은
크지만 기술이 발전 중에 있는 경우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
에없다. 
청정전력인증서를 통한 유럽통합시장 구축은 인증서 가격
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만, 국가별 에너지여건이 크게 다르고 또한 국가전력망 운
시스템이서로다르다는점을극복해야만가능하다. 오스

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국,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은 유럽통합시장의 청
정전력인증서 매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련의 규칙에 동의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화석연료와 원자력
을 제외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시장참여 장애
요인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전력시장 측면의 평가

풍력, 태양열 및 조력 등은 기후에 따라 에너지공급이 향
을받기때문에초기투자비는높고운 비가낮다는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이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풍력의 경
우도 85% 이상이시설투자비이고운 비는매우적기때문
에상대적으로투자위험성이높은기술이다. 풍력의경쟁력
은 풍력터빈시설의 개발에 달려 있고 지난 20년 동안의 기
술개발로 지금은 풍력발전비용이 80%나 감소되어 경쟁력
을가지게되었지만, 이미운 중에있는옛날시설들의경
우는 발전비용이 매우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풍력이나 태양열 및 조력 등은 국지적 환경에
좌우되는에너지자원이며, 풍력의경우는스코틀랜드, 아일
랜드, 덴마크 등의 바람이 강한 해안지방이 유리하고 독일
과 같은 내륙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편재성을
가지고있다. 
청정인증서/의무할당제는 정부 또는 민간자율의 할당량에
의해 청정전력의 생산규모가 결정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
정되는 제도이지만, 고정우대가격제는 정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생산규모를시장에맡기게된다. 따라서일반적으
로는청정인증서/의무할당제가고정우대가격제보다시장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정전력의 커다란 문제
점중하나는기후변화에따라연간전력생산량이크게변할
수 있다는 점이며, 청정인증서/의무할당제는 생산량변화를
청정전력인증서의 가격변화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
으나, 고정우대가격제의 경우는 유동성이 부족하여 계절적
또는연간생산량변화를고려하기가어려운제도이다. 그러
나청정인증서/의무할당제의경우에도무시할수없는제도
상의 단점이 있으며, 단일가격의 유럽통합 청정전력시장에
서전력가격이낮아지는경우에풍력의잠재성이낮은내륙
지방에서는 풍력시설에 투자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청정전력비용이높아질수밖에없게된다.

결 론

유럽연합의 청정전력 이용확대와 시장통합 정책은 1990년
대 말에 강화되었지만, 유럽연합의 통합적이고 시장지향적
인 방향은 회원국들의 정책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회원
국별로다르게추진되고있는전력청정화정책도포기할수
없는국내정치적배경이있기때문에많은회원국들은독자
적으로 전력청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추진에
서 가장 관건이 되는 점은 역시 국내의 산업경제를 장려하
면서 전력청정화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유럽에서 청정전력 이용확대정책이 가장 성공하고 있는 국
가는 고정우대가격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했던 독일과
스페인 및 덴마크 등이지만, 정부의 예산부담이 높기 때문
에 지속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또한 점차 자유화되고 있는
전력시장의 시장경쟁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
문에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청정전력인증서 매매시스
템과연계된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로전환되고있으며, 결
과적으로 지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방
향으로나아가고있다.      한편, 스위스의경우에는환경문
제를 일으키지 않는 청정전력이란 이미지를 상품마케팅에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Solarstorm이
란 상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청정전력의 가격을 정상전력
보다 4˜7배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청정전
력의부가가치를높일수있는틈새시장개발전략으로서크
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웨덴, 국, 네덜란드 등이 같은
전략을활용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세계 10위권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
에게 2008년부터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참여할것을
요구한바가있으며, 2013년이후부터는온실가스감축2차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의무대상국에
포함된 이후에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대책
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할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한경우에경제와국민생활에파급되는부정적
인 향은지금으로선상상하기조차힘들정도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원자력의 활용을 비롯하여 비교적 시장잠재력
이큰수소연료전지, 태양열, 풍력등을개발하며대책을세
우고 있지만, 원자력 이외에는 아직까지 그 규모가 극히 미
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
게는얼마간의시간이남아있지만, 그남은시간이우리국
민과 정부가 역량을 모아 앞날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시간이기를기대한다.    

_ 김 철ㆍKISTI 전문연구위원ㆍkimcheo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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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근간에 갖가지 컴퓨

터 주변 장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

오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게

작은 것으로, 자

동차 열쇠 정도

의 크기이며

컴퓨터의

USB(Universal Serial Bus) 접속구(port)에 끼

어넣고 8 메가바이트(Megabytes)에서수기가바

이트(Gigabytes)의 자료까지 저장되는 휴대형 기

억장치가있다.

이 장치는 일반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이동식 디

스크"로 불리는 Flash memory인데, 전기적인

처리에 의해서 블록(block)단위로 내용을 기억하

거나 소거할 수 있는 비휘발성(즉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기억 장치이다. 저

장된 메모리들이 한번에 1바이트씩 처리되는 전

용기억장치인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에

비해처리속도는대단히빠르다.

이는 가정용 열쇠 정도의 크기로 작고 가벼우며

지난 수년 동안에 기억 용량이 수 기가바이트까

Fl
as
h(
이
동
식
기
억
장
치
)에
서
의
보
안

최근 과학기술동향 [2]

<그림 2> 다른 형태의플래시열쇠와 USB 인터페이스에의
장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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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lash Key(플래시열쇠)와 USB 인터페이스에의
장착상태

Flash에서의 보안
(이동식기억장치)



지증가되는한편가격은많이낮아졌다. 또최근플래시열

쇠(flash key)라는새로운핵심보안장치가개발되면서일

반인에게도많은관심을받고있다.

개발 초기

컴퓨터에서의 민감한 정보 유출 위험은 LAN(Local Area

Network)이 보편화되면서 가중되어 왔다. RAM(Random

Access Memory)이 수메가바이트의기억용량으로향상되

면서비교적값이싸지고hard disks 이용시보다자료처리

속도가수천배빠르기때문에기억장치로써널리쓰이고는

있으나, 보안에 대한 취약점들은 제대로 보완되지 않고 있

는실정이다.

플래시 열쇠의 등장

2001년 여름, ShowStoppers(첨단 신제품 소개 전시회의

일종) 사업설명회에서 M-Systems라는 회사의 Disk-on-

Key라는 플래시 열쇠 견본들이 배포되었다. 이 플래시 열

쇠는 8 메가바이트의 저장 용량을 가졌고 PC의 USB 접속

구에 꽂으면 Window 2000 Professional에서 즉각적으로

인식되어 사용될 수 있었다. 2002년의 ShowStoppers 행

사에서도같은회사에서전과같은용량의플래시열쇠들이

무료로 배포됐는데 이번 것에서는 사용자-정의 암호 구역

설정이가능했다. 

암호 구역 설정은 이 열쇠를 꽂아 사용하는 조작에서 크게

벗어난 복잡한 조작이 아니었다. 다만 암호(password)를

기억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장착되어야 하지

만 암호화 구역 밖의 내용들은 플래시 열쇠가 접속구에 꽂

히는 즉시로 읽히게 된다. 플래시 열쇠를 컴퓨터에 꽂은 다

음 암호를 입력하여 암호화된 부분을 읽는 것은 일정 순서

나 icon의 선택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암호화된 부분의 전

송은자동적으로암호화되기도하고또한풀리기도한다. 

Advanced Micro Devices사에서나온 16 메가바이트의플

래시 열쇠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경로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유

사한 제품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플래시 열쇠는 민감한 보

안정보의취급자들에게는확실히매력적이며, 내장된정보

의 암호화는 저장 매체의 이동 시 추가적인 보안 장치로 이

용되고있어보안분야의새로운핵심기술로등장됐다.

본격적 개발 단계

2002년후반기에는독립적으로사용하거나일반제품의보

안을 위해 고안된 플래시 열쇠들이 다수 출현되었다. 무선

망이 기업과 가정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가정과 사무실

간의 자료 전송에 있어서의 보안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따라서 무선등가보호(WEP: Wireless Equivalency

Protection)가 대두되어 적절히 인증된 사람에게의 전송도

암호화된체로보내고있지만이것만으로도크게안심할수

는없는상황이다.

그러한 정보 보안의 허점들을, 중도의 연결 고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게 함으로써, 플래시 열쇠가 적

절히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Koolspan사는 이러한 플

래시열쇠에의한인증절차를이용하는기업중의하나다. 

플래시열쇠는허가된응용의접속절차가필요한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동성이 빈번한 시대

에알맞은휴대형디지털인증도구로써도잘활용되고있다.

여러형태의백업(backup) 소프트웨어를내장한플래시열

쇠들이 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1/2 기가바이트 이상 되

는 용량의 백업 자료를 저장하거나, 다수 시스템에 파일들

의동기성을허용하는소프트웨어들이내장되어있기도하다.

컴퓨터를 시동시키는 플래시 열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OS(Operating System)들을전환시키면서긴급복구작업

에 사용되거나, 수 메가바이트 정도의 디스크 저장량 전체

가사용될수도있다는것이다. 

유럽과미주에서는증가하는개인과기업보안요구를충족

시키기 위해서 플래시 열쇠로만 동작되고 저장되었다가 어

디서나 사무실에서처럼 동기화되며 update되는 자신만의

전자 우편, 쿠키(cookies)와 점검기록명부(telltale cache)

등의이용이급속히확산되고있다.

결론 및 시사점

3~4년 전부터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USB 플래시 열쇠는

플래시기억장치의발전된형태로써, 어디든지갖고다니면

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들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저장자료의 보안성도 유지시킬 수 있는 대단히 간

편한 휴대품이다. 플래시 기억장치의 기술은 이미 기반이

잡혀 있는 반면 플래시 열쇠의 기술은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할 여러 특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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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 다. 특히암호화된정보들의보안이철저하게되는

지, 컴퓨터와동기화중에파일을처리하거나, 용량초과시

백업을어떻게할것인가등해결되어야할문제들을제기했다.

무선접속이나허가된접속등에서보안성이높은개별플래

시 열쇠에의 의존도가 많아질수록, 이들 열쇠의 분실 시의

문제도 심각해진다. 분실된 플래시 열쇠의 대체 문제와 그

속에 저장된 정보의 오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

다. 플래시 열쇠에 의존하는 보안 시스템에서는 보안성이

좋은 독특한 개인확인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나 암호들이 사용되지만, 이들이 해커(hacker)의

침투로부터어떻게보호될지는의문이다. 

플래시 열쇠들은 운용과 보안성에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 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파악되는 대로 제거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열쇠의 이용으로 인해 정보

의 보안 환경은 더욱 좋아지리라 기대된다. 최근에는 플래

시열쇠의보안응용으로이열쇠와 scan reader가 결합된

“thumb scan reader”라는보안장비등이출현되고있다.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추세에 따라 플래시 열쇠의 기술도

자료 처리 속도와 저장 용량에서 급속히 향상될 것이고, 널

리 보급된 여러 시스템과 응용 형태의 보안성들도 급속히

개선될전망이다.

최근에는 플래시 열쇠에 자료 전송 인증 절차를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이 내장되기도 하고, 특수한 OS 소프트웨어들

이 내장되어 있어 여행 중 어디서나 컴퓨터의 형태와 관계

없이 필요한 전산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도첨가되고있다. 

새로출시되는플래시열쇠에내장되는갖가지특징들은아

직충분히시장에서검증되지못한상태여서논란은예상되

지만, 이열쇠는휴대및사용에편하고보급가격이저렴한

특성으로기존의저장매체인디스크시장을대체할폭발력

을지니고있다. 

_ 박경윤ㆍKISTI 전문연구위원ㆍjkypark@resea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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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증가되는한편가격은많이낮아졌다. 또최근플래시열

쇠(flash key)라는새로운핵심보안장치가개발되면서일

반인에게도많은관심을받고있다.

개발 초기

컴퓨터에서의 민감한 정보 유출 위험은 LAN(Local Area

Network)이 보편화되면서 가중되어 왔다. RAM(Random

Access Memory)이 수메가바이트의기억용량으로향상되

면서비교적값이싸지고hard disks 이용시보다자료처리

속도가수천배빠르기때문에기억장치로써널리쓰이고는

있으나, 보안에 대한 취약점들은 제대로 보완되지 않고 있

는실정이다.

플래시 열쇠의 등장

2001년 여름, ShowStoppers(첨단 신제품 소개 전시회의

일종) 사업설명회에서 M-Systems라는 회사의 Disk-on-

Key라는 플래시 열쇠 견본들이 배포되었다. 이 플래시 열

쇠는 8 메가바이트의 저장 용량을 가졌고 PC의 USB 접속

구에 꽂으면 Window 2000 Professional에서 즉각적으로

인식되어 사용될 수 있었다. 2002년의 ShowStoppers 행

사에서도같은회사에서전과같은용량의플래시열쇠들이

무료로 배포됐는데 이번 것에서는 사용자-정의 암호 구역

설정이가능했다. 

암호 구역 설정은 이 열쇠를 꽂아 사용하는 조작에서 크게

벗어난 복잡한 조작이 아니었다. 다만 암호(password)를

기억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에 장착되어야 하지

만 암호화 구역 밖의 내용들은 플래시 열쇠가 접속구에 꽂

히는 즉시로 읽히게 된다. 플래시 열쇠를 컴퓨터에 꽂은 다

음 암호를 입력하여 암호화된 부분을 읽는 것은 일정 순서

나 icon의 선택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암호화된 부분의 전

송은자동적으로암호화되기도하고또한풀리기도한다. 

Advanced Micro Devices사에서나온 16 메가바이트의플

래시 열쇠는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경로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유

사한 제품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플래시 열쇠는 민감한 보

안정보의취급자들에게는확실히매력적이며, 내장된정보

의 암호화는 저장 매체의 이동 시 추가적인 보안 장치로 이

용되고있어보안분야의새로운핵심기술로등장됐다.

본격적 개발 단계

2002년후반기에는독립적으로사용하거나일반제품의보

안을 위해 고안된 플래시 열쇠들이 다수 출현되었다. 무선

망이 기업과 가정에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가정과 사무실

간의 자료 전송에 있어서의 보안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따라서 무선등가보호(WEP: Wireless Equivalency

Protection)가 대두되어 적절히 인증된 사람에게의 전송도

암호화된체로보내고있지만이것만으로도크게안심할수

는없는상황이다.

그러한 정보 보안의 허점들을, 중도의 연결 고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게 함으로써, 플래시 열쇠가 적

절히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Koolspan사는 이러한 플

래시열쇠에의한인증절차를이용하는기업중의하나다. 

플래시열쇠는허가된응용의접속절차가필요한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동성이 빈번한 시대

에알맞은휴대형디지털인증도구로써도잘활용되고있다.

여러형태의백업(backup) 소프트웨어를내장한플래시열

쇠들이 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1/2 기가바이트 이상 되

는 용량의 백업 자료를 저장하거나, 다수 시스템에 파일들

의동기성을허용하는소프트웨어들이내장되어있기도하다.

컴퓨터를 시동시키는 플래시 열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OS(Operating System)들을전환시키면서긴급복구작업

에 사용되거나, 수 메가바이트 정도의 디스크 저장량 전체

가사용될수도있다는것이다. 

유럽과미주에서는증가하는개인과기업보안요구를충족

시키기 위해서 플래시 열쇠로만 동작되고 저장되었다가 어

디서나 사무실에서처럼 동기화되며 update되는 자신만의

전자 우편, 쿠키(cookies)와 점검기록명부(telltale cache)

등의이용이급속히확산되고있다.

결론 및 시사점

3~4년 전부터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USB 플래시 열쇠는

플래시기억장치의발전된형태로써, 어디든지갖고다니면

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들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저장자료의 보안성도 유지시킬 수 있는 대단히 간

편한 휴대품이다. 플래시 기억장치의 기술은 이미 기반이

잡혀 있는 반면 플래시 열쇠의 기술은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할 여러 특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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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 다. 특히암호화된정보들의보안이철저하게되는

지, 컴퓨터와동기화중에파일을처리하거나, 용량초과시

백업을어떻게할것인가등해결되어야할문제들을제기했다.

무선접속이나허가된접속등에서보안성이높은개별플래

시 열쇠에의 의존도가 많아질수록, 이들 열쇠의 분실 시의

문제도 심각해진다. 분실된 플래시 열쇠의 대체 문제와 그

속에 저장된 정보의 오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

다. 플래시 열쇠에 의존하는 보안 시스템에서는 보안성이

좋은 독특한 개인확인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나 암호들이 사용되지만, 이들이 해커(hacker)의

침투로부터어떻게보호될지는의문이다. 

플래시 열쇠들은 운용과 보안성에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 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파악되는 대로 제거되거나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열쇠의 이용으로 인해 정보

의 보안 환경은 더욱 좋아지리라 기대된다. 최근에는 플래

시열쇠의보안응용으로이열쇠와 scan reader가 결합된

“thumb scan reader”라는보안장비등이출현되고있다.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추세에 따라 플래시 열쇠의 기술도

자료 처리 속도와 저장 용량에서 급속히 향상될 것이고, 널

리 보급된 여러 시스템과 응용 형태의 보안성들도 급속히

개선될전망이다.

최근에는 플래시 열쇠에 자료 전송 인증 절차를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이 내장되기도 하고, 특수한 OS 소프트웨어들

이 내장되어 있어 여행 중 어디서나 컴퓨터의 형태와 관계

없이 필요한 전산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도첨가되고있다. 

새로출시되는플래시열쇠에내장되는갖가지특징들은아

직충분히시장에서검증되지못한상태여서논란은예상되

지만, 이열쇠는휴대및사용에편하고보급가격이저렴한

특성으로기존의저장매체인디스크시장을대체할폭발력

을지니고있다. 

_ 박경윤ㆍKISTI 전문연구위원ㆍjkypark@reseat.re.kr

자료출처

1. 박경윤, “Flash(이동식 기억장치)에서의 보안”, 첨단기술정보

분석보고서, 2004.7.9, http://www.reseat.re.kr

2. Jon David, "Security in a Flash", Comput. Secur. 22(1), pp29-33,

2003.

3. http://www.cdcyclone.com/more_flash_key.html

Fl
as
h(
이
동
식
기
억
장
치
)에
서
의
보
안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17호 | 2005. 01 _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