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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공공-민간 사이버보안 협력
중요성 강조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

▶ 미국 정부는 2013년 2월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 발동 이후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에 주력 중
▶ 또한 행정명령의 지시사항의 일환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ybersecurity Framework)’는 각 정부부처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
▶ 미국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공공-민간 협력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
▶ 또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간 기업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법규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

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 추진 동향
▒ 2013년 2월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사이버공격 및 테러에 특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을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1) 발동
• 미국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기반시설 및 기관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사고 대응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관련 정부기관에 사이버보안 관련 심층 연구조사, 보안 강화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관련 예산 확충 등을 지시
• 행정명령은 크게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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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도입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구분

1) Executive Order 13636 -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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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지시사항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생활 및 시민자유 보호

(Privacy and
Civil Liberties Protection)

주요 기반시설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도입

사이버 위협 감소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

(Baseline Framework
to Reduce Cyber Risk to
Critical Infrastructure)

프레임워크 도입

(Adoption of Framework)

자발적인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수립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
추진

(Voluntary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Program)

주요 기반시설 고위험군 선별

(Identifica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at Greatest Risk)
컨설팅 프로세스 구축

(Consultative Process)

• 정보 공유 프로세스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조사
• 시민자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의 주도 하에 주요 기반시설을 위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표준, 방법론, 구축 단계
및 절차 등을 설정
• 프레임워크 구축 시 실제 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의견 수렴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확정을 위해 각 정부기관의 검토 수행
•프레임워크 최종 발간 후 주요 기반시설별 제도적
요구사항이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개선 추진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가 확정된 후 이를 기반으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 계획 추진
• 각 주무부처는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시설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
• 재 무 부 ( D e p a r t m e n t o f Tre a s u r y , D o T ) 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수립
•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에 사회적·경제적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을 주기적으로 선별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도입 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주요
기반시설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각 주무부처에서
컨설팅 지원
출처 : 미국 백악관(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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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 정부기관과 민간부문간 정보 공유를 통한 풍부한 데이터
확보로 사이버보안 대응 효과 개선 도모
• 국토보안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를 주축으로, 주요 기반시설 운영사업자간 정보 공유
및 관리 프로세스 확립 및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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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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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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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시사항 중 국가표준기술연구소 2) 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Cybersecurity

Framework)’는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표준기술연구소는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난 2014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 상태
• 남은 과제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공 및
민간에 이를 도입하는 것

Ⅱ.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 추진을 위한 자발적 참여 강조
▒ 한편, 미국 백악관의 마이클 다니엘(Michael Daniel) 사이버보안 조정관(Coordinator)은

2014년 5월 백악관 블로그를 통해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 분야의
자발적인 협력을 강조
• 백악관은 행정명령 발동 이후 1년 여가 지난 현재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안
강화 정책 실행방안을 고려 중인 상황
• 사이버보안 사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와 민간 진영은 연방 규제를 최소화하는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

▒ 다니엘의 주장에 대해 민간 사이버보안 업계는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사안을 언급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정부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
• 비영리 사이버보안 연합체인 인터넷보안협회 (Internet Security Alliance) 의 래리 클린턴
회장은 “다른 정부나 단체들이 여전히 과거 규제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사이버보안 행정명령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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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턴 회장은 “IT 환경이 급변하고 사이버공격을 감행하는 해커들의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중심적 규제 모델은 부적합하다”며, 사이버보안 정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2)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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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최종 보고서에서도 민간 영역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주도하는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환경보건국은 모두 기존 규제를
활용해 주요 기반시설 관련 각 부처와 기업들이 자유롭게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추가적인 법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에 있어 공공-민간 협력의 중요성이 유독 강조되는 이유는
빅데이터의 역할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
• 정부정책 전문 미디어 거번먼트 비즈니스 카운슬(Government Business Council)은 칼럼을
통해 사이버보안의 과제는 막대한 규모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속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며, 사이버보안과 빅데이터를 불가분
관계로 간주
• 빅데이터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보유 데이터의 분석과 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
• 그러나 정부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수적

Ⅲ. 미국 내 공공-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 대두
▒ 한편,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사이버보안 관련 공공-민간 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추가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
• 기업이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유출 등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사전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Information Sharing and Protection Act, CISPA)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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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2013 년 미국 하원에서는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를 위한 법안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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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에서도 국토안보부 등 정부부처에 관련 인센티브 규정의 재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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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와 협력에 나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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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안은 정부가 사이버 상에서 보안 위협을 발견했을 때 IT 기업에 이용자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 공유를 무제한으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IT 기업들도 법안이 발효되면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기업의 법적 책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 의사 표명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공공-민간 협력 기조가 개별 기관들의 자의적인 규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Heritage Foundation) 의 연구원 데이비드
인세라(David Inserra)는 “백악관의 논조가 규제 최소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의 정책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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