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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위원회(FCC), 민·관 협력 강조한
신규 사이버보안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예고

▶ 네트워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및 규제 대응 능력이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현재 인터넷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모색 중
▶ 해당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 정부는 민간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확립함으로써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

급변하는 통신 환경에 대응한 사이버보안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대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1) 의 톰 휠러(Tom Wheeler) 위원장은 최근 미국기업연구소2) 방문 연설을
통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14.6.12)
• 휠러 위원장은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속도 및 양상이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규제 범위와 대응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
• 일례로 1996년 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 통신법3) 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 등
지난 10년간의 급격한 네트워크 기술 진화에 적합한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휠러 위원장은 정부가 네트워크 상의 보안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 및 보안 솔루션 개발자 등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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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향후 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및 정책이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

1)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2)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3) Communications Act

미국 통신위원회(FCC), 민·관 협력 강조한 신규 사이버보안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예고

• 휠러 위원장은 시장이 제공하는 혁신 솔루션에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을 맡기고 필요시 이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규제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연방통신위원회, 민·관 정보 공유 촉진하는 신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발표 예정
▒ 휠러 위원장은 연방통신위원회의 신규 사이버보안 정책 프레임워크가 인터넷 자유 및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한 4대 주요 원칙하에 수립될 예정이라고 언급
• ▲인터넷 상의 자유와 개방성을 수호하고 ▲인터넷 상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
사일로 현상(silos effect)4) 을 지양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력 향상을 위한 분야 간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다자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확립을 추구
• 특히, 휠러 위원장은 사이버보안 강화라는 명목 하에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휠러 위원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각 정부 기관 산하의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5)
들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사이버 공격 및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실질적 장해 요인을 분석할
계획
•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규모를 막론하고 사이버 공격 사례를 기록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는
동시에, 필요시에는 이를 정부 기관에 보고하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유도할 예정

▒ 한편, 신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2014 년 초 미국 국립기술표준연구소 6) 에서 발표한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개선 프레임워크’7) 등 기존 사이버보안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될 예정
• 휠러 위원장은 이번 신규 프레임워크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 산하 공공안전 및 국토보안 사무국의
데이브 심슨(Dave Simpson) 국장과 사이버보안 상임고문 클리트 존슨(Clete Johnson)이

6)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7) 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

5)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www.kisa.or.kr

4) 특정 기관이나 조직 내 부서가 다른 기관, 부서와 소통하지 않고 내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 간, 부서 간 이기주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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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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