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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취약
내부 직원의 보안 의식 개선 중요

▶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주요 연방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가 기밀 정보 및
국민 개인 정보 유출을 초래하는 전반적인 관리 태만 및 보안 취약성을 비판
▶ 대부분의 기관에서 낮은 보안 의식에서 비롯한 보안 업데이트 미비, 네트워크 상의 허점, 허술한 암호 관리 및 사후 대응
체계 부재 등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견
▶ 보고서는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데서 따르는 내부 직원들의 무관심과 기본적인 보안 지침에 대한
홀대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
▶ 현재 미국 연방정부 기관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규제책이 미흡한 상황이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내부
정비보다는 대국민 의식 고취가 중요한 상황

I.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주요 연방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실태 평가 보고서 발표
▒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1) 가 ‘연방정부의 사이버 보안 및 주요 인프라 관리 실태’2)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 공화당 톰 코번(Tom Coburn) 의원의 주도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연방정보보안관리법3) 에
의거해 진행되는 정부 기관 대상의 감사 사례를 비롯한 각종 관련 감사 및 평가 결과를 취합
• 관련 감사를 진행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정부 기관의 실질적인 사이버 보안 실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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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과정을 거쳐 총 7개 연방 정부 기관 및 행정부처4)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1)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2) The Federal Goverment’s Track Record on Cybersecur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3)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FISMA: 2002년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보안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

4)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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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번 의원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취약한 상태로 최근 몇 년 간 미국의 주요
기간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및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
• 2013년 1월 해커들이 미국 공병단5) 의 컴퓨터에 침입해 미국 내 댐 시설 8만 5천 곳의 위치 및
상태에 관한 기밀 정보를 담은 비공개용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다운로드한 사건이 발생
• 2013년 2월에는 연방통신위원회6) 에서 운영하는 비상방송시스템7) 에 해커 집단이 침입해 미시건,
몬타나, 노스 다코타 주의 방송국을 통해 가짜 좀비 공격 경고 방송을 송출
• 이어 2013년 3월에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8) 의 취약한 웹 서버가 공격당해 소프트웨어 취약성
사례를 수집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이 수일 간 중지되는 일도 발생
• 코번 의원은 이밖에도 국가 핵 시설의 사이버보안 관련 기밀 정보에 대한 허술한 관리, 뉴욕
증권거래소의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정보 노출 등을 사례로 제시
• 또 국토안보부, 국방부9) , 항공우주국10) 등 다수의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중요 국가 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었음을 강조

▒ 코번 의원은 지금까지 제시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2012년 한 해에만 국토안보부에
보고된 연방 정부 기관 대상의 사이버 공격 사고가 무려 4만 8천 건에 달했다고 설명
• 코번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실제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사고 10건 중 4건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백악관 예산집행부11) 의 2013년 발표를 근거로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

II. 주요 연방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실태의 공통적인 문제점
▒ 7 개의 연방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보안 관리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알리는 공공 경보 체계

8)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9) Department of Defense
10)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11)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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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mergency Broadcast System, EBS: 국가 위급 상황 발생 시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지시사항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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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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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 Army Corps of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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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설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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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컴퓨터 서버 14 대 중 12 대가

2011년 8월 이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국가보호프로그램단12) 의 서버에는 주요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가 설치되지 않아 취약성이 발생
• 국세청의 경우 2008년 이후 매년 약 100여 개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내부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3대 중 1대는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연방 정부 기관의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 체계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
• 코번 의원은 연방 정부 내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자들이 ‘ 1234 ’와 같이 단순한
숫자조합이나 자신의 이름 및 개인 정보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로 비밀 번호를 설정한 후 2년
이상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
• 코번 의원은 취약한 비밀번호 관리로 인해 국가안보 관련 기밀 정보나 일반 시민들의 금융 거래
내역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가 정부 기관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

▒ 보안되지 않은 공유 드라이브에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물리적으로 기밀 정보를 무방비하게
노출하는 등의 낮은 보안 의식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명
• 미국 내 모든 원자로와 폐기물 저장시설 및 우라늄 처리 시설을 관할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우
민감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13) 를 보안 기능이 없는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 또한 개인용 단말을 업무용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기밀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주식 거래 관련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네트워크는 방화벽 등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없이 최소 수 개월 이상 운영되어 온 사실이 발각
• 심지어 증권거래위원회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중 일부에 증권 거래소 해킹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던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정부 기관의 사무실 내에 계정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둔 채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방치하거나,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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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잠금 설정을 하지 않고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경우도 발생

12) 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 , NPPD :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으로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전략을 담당하는 미국 경호실(U.S. Secret Service)의 서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s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보안수사 관련 정보 시스템, 200만 명 이상의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생체인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교통안전청(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의 서버 등 다수의 기밀 정보 서버를 보관

13) 핵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연료 사이클 시설의 보안에 관한 정보, 내부 인력의 여권 및 신용카드 이미지,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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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상의 근본적인 취약성 역시 잦은 사이버 공격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국토안보부 산하 주요 기관14) 의 웹사이트가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취약성을 보유
•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국토안보부의
웹사이트 ‘빌드 시큐리티 인(Build Security In)’에서도 서버 상 취약점이 발견된 상황
• 9,48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사업과 3,000만 명 이상의 학자금대출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는 재택근무자가 학자금 대출 정보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15)
• 2011~2013년 사이 매해 3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부 네트워크 대상 안전성 조사 결과, 임의의
컴퓨터 및 하드웨어를 교육부 네트워크 시스템의 제지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

▒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작업이 미비한 상황도 정부기관의 취약한 사이버 보안 실태에 일조
•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관이 민감한 데이터를 복잡한 코드로 변환함으로써 해독하기 어렵게 만드는
암호화 작업을 애초에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더라도 디코딩이 수월할 정도로 가벼운 수준의
암호화 작업을 실시
• 회계감사원은 2009 년 이래 국세청이 국가 재정 및 납세 현황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를 반복적으로 적발
•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개인용 단말을 업무용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기밀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부실

▒ 코번 의원은 연방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 실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전
및 사후 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함을 지적
• 보고서에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우,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장비와 네트워크를 내부의 전문 인력의 참여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구입해 사용
• 또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내부적으로
보안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Management Agency, FEMA) 등
15) 실제로, 2011년과 2012년 교육부의 연방 학생 지원 담당 부처에서는 819개의 이용자 계정 공격 사례가 보고된 전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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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CE, NPPD,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연방재난청(Fedra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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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으로는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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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후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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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직원들은 컴퓨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 취약성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도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2~3개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도록 방치

III.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 내부 직원의 보안의식 개선 필요
▒ 코번 의원은 이처럼 연방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상태가 취약한 가장 큰 원인은 내부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보안 지침조차 소홀히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고급 해킹 기술을 동원해 보안이 견고한 시스템에 침투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나, 업데이트가 시행되지 않은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틈새를 파고들어 공격이 자행되는
경우가 대다수
• 실제로 2013년 7월 해커들이 충분히 시정 가능한 네트워크 상 취약점을 공략해 에너지부 직원

1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발생
•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은 정보 유출의 원인이 2년이 넘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언급

▒ 코번 의원은 연방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약한 내부 직원의 보안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코번 의원은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내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결국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조한 사이버 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
• 예컨대 에너지부의 내부 직원 중 한 명은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고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및 방화벽을 제거
•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내부 구성원이 민감한 데이터가 담긴 사무용 노트북을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노트북을 이용해 인가되지 않은 네트워크에도 접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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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

▒ 사이버 보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다니엘 (Michael Daniel) 대통령 특별 보좌관은
거의 모든 정부 기관이 사이버 보안 강화라는 과제에 직면해있으나, 일부 구성원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지적

미국 연방 정부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취약

• 코번 의원 역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06 년 이후 최소 650 억 달러의 예산을
공공 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에 투자해 왔으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기관 내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표준기술연구소를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 및 대응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방 기관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

▒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무관심은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한 것이 원인
• 코번 의원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정보보안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이 배치될 경우에도 그들의 역할에 합당한 대우나 권한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스티븐 벨로빈(Steven Bellovin) 전 연방통상위원회 기술 고문은 정부 기관의 IT 기술직은 지위가
낮고 보수도 적어 내부적으로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간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적인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고책임자에 대한 면책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문제라고 주장

IV. 연방 정부 기관 내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연방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법규 제정 및 개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난 2000년 연방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기관이
사이버 보안 관련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는 미포함
• 최근 미국 의회에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 수준 향상을 촉구하는 각종 법안이 상정되고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 진척 사항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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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 연방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지침을 지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NICE는 일반인 대상 사이버 보안 관련 교육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을 목표로 20개 이상의 행정 부처 및 정부 기관이 참여해 협조 체계를 구축
• 그러나 보고서 상에서 내부적 보안 취약성이 지적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교육부 등이 NICE의 4대
교육 모듈16) 을 담당하고 있어, 기관의 보안 관련 실무 수행과 내부적 사이버 보안 체계 유지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간극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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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ICE의 4대 교육 모듈은 DHS가 담당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의식(National Cybersecurity Awareness)과 ’사이버보안 인력
체계(Cybersecurity Workforce Structure)’, 교육부와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이 담당하는
’정식 사이버보안 교육(Formal Cybersecurity Education)’, 국가정보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 국방부, DHS가 담당하는 ‘사이버 보안 인력 훈련 및 전문적 개발(Cybersecurity Workforce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