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분석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막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발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자국 내 사이버보안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민·관 합동 대응 훈련 실시, 사이버보안 관련법 마련 등 가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수립한 '사이버보안 전략'을 1년 뒤인 2014년 6월 검토 및
보완한 '사이버보안 전략 2014'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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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분석

1. 일본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 현황
1.1. 일본 내 사이버보안 강화의 배경
▒ 선진 ICT 국가로서 ICT 기술에 의존성이 높은 일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특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 일본은 이른 시기에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발달했고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연구도 빠르게 이뤄지는
등 ICT 영역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일반 개인 및 기업 영역에서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혁신 ICT 기술이 빠르게 정착하는 경향이 큼
•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는 2011년 소니(Sony)의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 해킹 공격1) , 2012년
클라우드 서비스 퍼스트서버 (First Server) 의 대규모 서버 데이터 소실 2) , 2013 년 야후
재팬(Yahoo Japan)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 등 대규모 해킹 공격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 또한,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지진, 해일, 태풍 등 천재지변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외부
공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이버보안 사고도 경계 대상
• 2014년 3월 기준 일본 정부의 정보 시스템에서 발각된 비인가 접근 시도만 50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력,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총 133건으로 전년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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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급증4)

1) 소니의 콘솔 게임 온라인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layStation Network)가 해외 해커집단에 의해 공격당해 대규모의
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

2) 야후 재팬(Yahoo Japan)의 자회사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업자 퍼스트서버가 시스템 오류로 5,000여 기업 고객의 데이터를 유실한
사건으로, 당시 데이터 백업조차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음

3) 일본 최대 웹사이트 중 하나인 야후 재팬에서 약 2,0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될 뻔한 사고로, 실제 유출 여부는 현재도
불확실한 상태

4) Reuters, “Japan cyberattacks on government sites surge”,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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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글로벌 사이버보안 위협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도 가시화되는 추세
•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에도 다수의 사이버보안 위협이 대두됐으며, 실제로 공식 올림픽
사이트가 2주의 대회 기간 중 2억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
• 이에 일본 정부는 런던 올림픽을 반면교사 삼아 사이버보안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지난 2014년 3월에는 주요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가시적인 행동을 추진 중
• 최근 일본 의회는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안에는 사이버 사고 발생 시 파급력 여하에 관계없이 반드시 정부 보안담당기구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5)

1.2.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 조직 및 예산 현황
▒ 일본은 내각부의 IT 통합전략본부6) 서 혁신 IT 기술 관련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각관방 산하기관인 일본 정보보호센터7) 가 IT 통합전략본부의 사이버보안 정책 컨트롤 타워를
담당
•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성격별로 4개 주무부처8) 가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차원의 보안 전략을 수립
• 특히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내각관방 일본 정보보호센터 9) 와 경제산업성 산하의

정책)

9)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 内閣官房情報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
10)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情報処理推進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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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찰청(警察庁, 사이버범죄 대응), 총무성(総務省, 통신 네트워크 정책),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IT 산업 정책), 방위성(防衛省, 국방

/

7)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 内閣官房情報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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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loomberg, “Japan Takes Its First Step to Fight Hackers”, 2014.7.24
6)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IT戦略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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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10) 의 역할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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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정부부처 체계

출처 :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

▒ 내각관방 일본 정보보호센터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범정부 기관으로
정기 정책회의 개최,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정책 발표, 해외 교류 전개 등을 수행
• 정보보호센터의 전신인 내각관방 정보보호대책추진실이 2000년 2월 설치됐으며, 이후 2001년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킹 사회 추진전략본부의 사이버보안 전문 조사회의 검토 등을 거쳐

2005년에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정보보호센터가 발족
• 조직 구성은 기본 전략팀, 글로벌 전략팀, 정부기관 통합 대책 촉진팀, 주요 기반시설 대책팀,
사안별 대처 지원팀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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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보보호센터의 내부 조직도

출처 :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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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센터의 주 업무인 정기 정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략 전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정기 회의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보안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
• 정보보호센터에서 결정된 사안은 일본 정부기관을 비롯해 민간 기업에까지 적용되며, 정책 내용
중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켐페인 등 공익 활동도 포함
• 정보보호센터가 제시한 전략 방향은 국제 사회와의 교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근에는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아세아)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
• 주요 기반시설의 IT 환경 변화 조사 등 사이버보안 관련 조사연구 활동도 추진
▒ 경제산업성 산하 정보처리추진기구의 주요 업무는 ▲사이버보안 확립 ▲IT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IT 인재육성 등으로 주로 산업적 측면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도모
• 내부 조직은 기술 개발본부와 IT 인재육성본부로 구분
• 기술 개발본부는 SW 신뢰성 향상, 보안 기술 개발, 글로벌 표준화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
• IT 인재육성본부는 정책 기획부, 혁신 인재 센터, 인재 개발 센터, 정보처리기술 자격시험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책 취지에 맞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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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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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추진기구의 내부 조직도

▒ 정보처리추진기구는 산업적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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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및 자격시험 주관, 보안 분야를 포함한 혁신 IT 기술 연구,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수행
• 특히 주요 사업 영역인 전문 IT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직종 및 역량 분류, 사이버보안
교육 수요조사 등을 수행하며,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시험 수행, 성과 검토 사업 등을 추진
• 정 보 처 리 추 진 기 구 가 수 립 한 ‘ 공 통 작 업 역 량 프 레 임 워 크 ( C o m m o n C a re e r S k i l l

Framework)’는 IT 인재 육성의 체계화를 통한 산업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영역의 부족한 인재 문제 해소에 기여
• 최근 발간한 ‘사이버보안 백서 2014’를 비롯해 각종 간행물 발행 사업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이며,
민간 영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취약성 핸드북’, ‘사이버보안 교본’ 등을 제공
• 이 외에 정보처리추진기구는 기술연구 현황, 세미나 등 행사 개최, 관련 정책 발표 등 사이버보안
관련 소식들을 전달하는 업무도 담당

▒ 한편,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2012년 369억 5,000만 엔(약 3,732억 원), 2013년

249억 3,000만 엔(약 2,518억 원)에서 2014년에는 542억 3,000만 엔(약 5,478억 원)으로 급증
• 특히 2013 년에는 경기 침체로 초기 예산액 239 억 9 , 000 만 엔 (2 , 354 억 원 ) 에서 추가 보정
예산11) 이 9억 4,000 만 엔(92 억 원)에 불과했던 반면, 2014년에는 이를 크게 웃도는 585억
엔(5,838억 원)의 예산이 요청되어 일본 정부가 미래 사이버보안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
• 주요 예산의 활용처는 ▲정부기관 사이버보안 감시 및 즉각 대응 체제의 운영(13억 2,000만
엔, 129 억 원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복합 방위모델 수립 및 훈련 (15 억 엔, 147 억
원 ) ▲사이버보안 산업의 경제적 기반 구축 사업 (25 억 엔, 245 억 원 )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 운영(36억 7,000만 엔, 360억 원) ▲국방 차원의 정보통신 시설 정비(134억

6,000만 엔, 1,320억 원) ▲사이버 정보 수집장치의 정비(27억 엔, 264억 원) 등
• 특히 방위성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최근 사이버 공격의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산됨에 따라 국방 차원에서 구식 시스템 교체 등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10

대두됐기 때문으로 해석

11) 한국 정부의 추경 예산안과 같이, 추가 예산 요구에 따라 최초 예산안 확정 이후 추가 예산을 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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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액 추이 (2012~2014)

(단위: 억 엔)

▩ 초기예산
추가예산

출처 : 내각관방 일본 정보보호센터(2014.6)

2. 일본 사이버보안 전략 2014의 주요 내용
2.1. 주요 전략 방향과 정책 추진 계획
▒ 내각관방 일본 정보보호센터는 2013년 6월 정부 차원의 미래 사이버보안 정책 구심점을 확립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략 2014’를 수립
•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3 년 간 추진되는 해당 전략은 정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
등 사이버보안 주체들이 상호 연계를 통해 보안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이버공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 또한 강건하고 활력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을 실현하고 글로벌 사이버보안 산업에서 일본이
선도적인 위치에 오르기 위한 ‘사이버보안 입국(立國)’12) 을 실현하는 것도 전략의 주요 목표
▒ 정보보호센터는 2014년 6월에는 2주년을 맞은 ‘사이버보안 전략 2014’의 추진 현황과 향후

12) 일본 내 사이버보안 산업 진흥과 사회적 보안 의식 고취 등 문화적 기틀 마련, 해외 교류를 통한 글로벌 진출 등 국가 정책 과제로서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전방위적 진흥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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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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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서는 사이버보안 관련 각 정부부처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전략 추진의

11

전략적 방향성을 재조정하기 위한 정책회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 발간

• 보고서 내용은 크게 사이버보안에 초점을 맞춘 ‘강건한 사이버 공간 구축’, 산업 진흥에 주목한

심층 보고서

‘활력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
구축’ 등 세 전략 방향을 제시

▒ ‘강건한 사이버 공간 구축’ 측면에서, 일본은 사이버 공간의 지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력 강화 ▲취약성 보완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2014년에는 ‘정부기관 통일 기준군’의 전면 개정, ‘주요 기반시설 정보보안 대책 관련 제 3차
행동계획’의 수립, ‘정보보안 보급 및 계발 프로그램’의 개정 등을 수행할 계획
• 개별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 기업 및 개인 등 사이버보안 각 주체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고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목

▒ ‘활력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측면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활성화 ▲보안 기술 개발 ▲인재 및 관련 학문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2014 년에는 ‘정보보안 연구개발 전략’ 및 ‘정보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정을 통해 최신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개발 추진, 보안 관련 인재의 양적 질적 양성을 위한 정책
제안,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육성, 보안 인재의 수요공급 선순환 구조 형성 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 구축’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의 영향력 강화, 국제적 법규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 해외 시장 전개 강화, 보안 역량 및 신뢰도 향상 촉진 등을 통해 일본이 사이버
공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표
• 2014년에는 ‘사이버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제정된 ‘사이버보안 국제협력방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간 협력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이버
활동 보장을 위한 국제적 법규 제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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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건한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
▒ 사이버 위협에 정부기관 및 민간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각
주체별로 사이버보안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목
• 정부기관,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 일반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사이버보안이 특히 중요한 영역을
겨냥한 보안 강화 정책 방향 제안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분석

• 또한, 총무성, 경찰청, 방위성에 대해서는 각각 사이버 공간의 위생, 범죄대책, 방위 차원에서
책임을 부여하고, 전반적인 사이버 공간 환경의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요구
● ‘강건한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 추진 개요
분류

정부기관 대상 정책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 대상 정책

기업 및 연구기관
대상 정책

사이버 공간 위생

사이버 공간
범죄 대책

사이버 공간 방위

세부항목
•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통한 사이버보안 대응력 강화
• 횡적 사이버보안 대응 체제 구축으로 실시간 대응력 향상
• 내부 교육 강화, 채용 시 보안 소질 평가 등 인재의 보안 역량 함양
• 통합 사이버보안 기준 확립
• 각 보안 주체 간 정보 공유 활성화
• 장해 대응 체제 구축, 리스크 관리 등 기본 예방 체제 강화
• 중소기업 대상의 보안 강화 대응책 추진
• 정부 주도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확립
• 민·관 협력 체제 구축
• 일반 시민의 안전한 사이버 활동 보장
• 보안 프로그램 보급, 사고 대응력 강화, SW 취약성 경감, 기타 인터넷 환경 개선 등의
정책 추진
• 사이버 상의 범죄 예방,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
• 사이버 공격 대응 체제 강화, 사후 범죄자 추적 체제 확립, 사이버 경찰 육성,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범죄 대응책 등의 정책 추진
• 글로벌 사이버 범죄의 확산에 맞서 국가 방위에 초점

• 자위대의 사이버 체제 강화,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등의 정책 추진
출처 : 내각관방 일본 정보보호센터(2014.6)

▒ 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은 주로 기관 내에서 운용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보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추구
• 내각관방을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의 전방위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분야
• 업무별, 정보의 특성별 대응에 있어 중점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틀을 갖추고, 기관별로

• 정부기관 내에서의 모바일 기기 및 클라우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보안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 같은 ‘정부 공통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안 대책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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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기밀문서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 일관적인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

/

• 또한, 온라인 정부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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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운영 등을 추진

13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보안 관련 방침 통일 및 모든 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 관리

• 특히 사회보장제도 및 조세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접근 제한,

심층 보고서

암호화 등 각종 보안 강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데이터 개방 트렌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허점에도 신경 쓰고 있음
• 정보 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고려한 IT 제품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IT
제품 조달 관련 보안요건 리스트’를 제정하고, 경제산업성으로 하여금 해당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최신 사이버보안 트렌드에 적합한 IT 제품 조달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시
• 이 외에 정부 내에서의 안전한 암호 시스템 구축, 이메일 활용, 정부-기업 간 정보 공유, 지방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 추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횡적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팀의 역할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
• 내각관방은 2008년 운영을 개시한 ‘정부기관 사이버보안 운영 조정팀13) ’의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2015년까지 ‘조정팀’의 업무를 포함해 정부기관 전반에 걸친
사이버 공격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에 특화된 전문기구인 ‘사이버보안 센터(가칭)’을 설립할 계획
• ‘사이버보안 긴급지원팀14) ’, ‘사이버 공격 대응팀15) ’ 등 정부의 사고대응기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부 개방 웹서버의 취약성 조사 및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보안
모델’의 검토 등을 통해 기존 정부의 대응책 보완에도 주목
• 평상시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해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국제 보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간 의견 공유를 활발히 전개

▒ 사이버보안 대응의 핵심 자원인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 시 사이버보안 관련 소질을
주요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부 교육 등을 통해 보안 역량을 함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
• 내각관방, 인사원, 총무성 등을 중심으로 기관 내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로 ‘사이버 공격 대응팀’ 요원과의 공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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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무원들의 기본 업무 방침 등을 확립

13) Government Security Operation Coordination Team, 政府5機関情報セキュリティ横断監視·即応調整チーム. 24시간 전담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며,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14) Cyber Incident Mobile Assistant Team, 情報セキュリティ緊急ｵ支援チーム
15)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분석

• 또한, 내각관방 일본 정보보호센터의 사이버보안 인재가 각 기관의 보안 책임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사 로테이션을 구축하는 한편, 외부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통한 민·관 인사 교류 촉진을 도모

▒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체제 구축, 정기적인 ‘사이버보안
연차보고서’ 발간, 독립행정법인 등 정부 외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행정기관 외의 정부부처와의
공조 등을 추진 중

▒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은 주로 사이버보안 기준을 확립하고, 보안 주체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기본적인 사고 예방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
• 2014년 제정된 주요 기반시설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각 시설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가이드라인을 산업 표준으로서 확립
• ‘사이버 정보공유 이니셔티브’16) 강화 등 주요 기반시설 간 정보 공유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사고 대응을 위한 사전 훈련 수행 및 실제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시설 간의 수평적 대응 체제 구축 도모
•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성 조사, 보안 시스템 강화, 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 공통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체제 구축
• 이 외에 일본 정부는 ICT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강화, 주요 기반시설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일반 기업 및 연구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은 특히 보안 역량이 다소 낮은 중소기업을
겨냥한 정책이 다수 추진되는 분위기이며, 민·관 협력 체제 강화 측면에서 ‘사이버보안
거버넌스(Cybersecurity Governance)’ 확립 추구
• 경제산업성은 정보기술추진기구를 통해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지도자 육성 세미나’를 시행하는
한편, 중소기업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보안 강화 정책 추진

16)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간의 사이버보안 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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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과의 정보 공유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과

▒ 전반적인 사이버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은 총무성과 경찰청, 방위성이 각각의 목표에 따라

심층 보고서

주요 정책을 추진 중
• 일반 시민이 안전하게 사이버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총무성은
▲보안 프로그램의 보급 촉진 ▲사고 인지 및 분석 역량 강화 ▲SW 취약성 대응 ▲기타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스팸 대응, 암호화 프로토콜 신뢰도 향상 등) 등을 추진
•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이버 공격 대응 체제 강화 ▲사후 범죄자 추적 체제 확립 ▲사이버 경찰 등 인재 육성 ▲기타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범죄 대응책 등을 추진
• 글로벌 사이버 범죄의 확산에 따라 자국 사이버 공간의 보호를 위해, 방위성은 ▲자위대의 사이버
체제 강화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등을 추진

2.3. 활력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
▒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도모하는 것 역시 일본 정부의 미래
사이버보안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
•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M2M, 클라우드 등 혁신 ICT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야기된 정보 유통
방식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 분야별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진흥을 통해 일본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자 함
• 기술 연구 측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요 ICT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각
기술별로 사이버보안을 강조해 보다 안전한 ICT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목적
• 마지막으로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에서 활약할 전문 인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 교육
과정에서부터의 기반 확립, 대학 과정에서의 국가 지원 확대, ‘사이버보안 문맹’ 해소 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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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있는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 추진 개요
분류

세부항목

산업 활성화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따른 정보 유통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 관리 및 인증
체제 확립
• 새로운 ICT 기술에 기반한 제품군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국제 표준 기반의 보안 평가 기준
제시
•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보안 제품의 무역 촉진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분석

연구개발

• 스마트 커뮤니케이션(M2M 등), 차세대 반도체,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네트워킹(5G, 양자
네트워크 등), 모바일 단말 분야에 대한 사이버보안 기술연구 지원
• ICT 기술 확산으로 인해 촉발된 신종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인재 육성

•
•
•
•

‘신규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 기반의 정책 추진
의무교육 기간부터 보안 관련 교육 수행
대학 전문학과 개설, 사이버보안 관련 대회 개최 등으로 실무 경험 함양
일본 시민의 전반적인 보안 의식 고취를 위한 ‘사이버보안 문맹 해소’ 관련 정책 추진
출처 : 내각관방 일본 정보보호센터(2014.6)

▒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활성화는 M2M,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등 최근 ICT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으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정보 유통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인증 체제 확립
• 새로운 ICT 기술에 기반한 제품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국제 표준에 근거한 보안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기술별 국제 표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보안 제품의 무역 촉진을 통해 일본 자국 내 보안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모색

▒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2011 년 7 월 사이버보안 정책회의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전략’에 따라, 중점 ICT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 표준 수립 등에 박차
• 주요 지원 기술은 ▲M2M 등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차세대 반도체 ▲사이버보안 관련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네트워킹(5G, 양자 네트워크 등)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 등이며, 특히 이들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연구에 초점
• DDoS 등 표적형 공격, 네트워크 감염, 제어 시스템 공격 등 주요 ICT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촉발된
신종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도 정책적 지원 대상
• 경제산업성 산하의 ‘산업기술통합연구소17) ’를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17)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産業技術総合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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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고 있으며, 향후 사이버보안 기술 측면에서 연구소의 역할에 더욱 비중을 실을 방침

▒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사이버보안 교육, 대학 전문학과 개설, 사이버보안

심층 보고서

커리어 지원 등 인재들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
• 2011년 7월 사이버보안 정책회의에서 결의한 ‘신규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근거로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음
• 미래 사이버보안 산업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의무교육 기간부터 보안 관련 교육을 수행해
기본적인 보안 의식을 함양하고, 대학에서는 전문학과 개설, 각종 사이버보안 관련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이른 시기부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이버보안 관련 커리어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자격증 및 교육
프로그램의 관리 및 ‘IT 기술 표준’을 통해 인재들에게 뚜렷한 성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한편, 일본에서 전반적인 보안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이버보안 문맹 해소’ 역시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교육 등 복지 정책,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을 고려한 보안 켐페인 등을 전개 중

2.4.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
▒ 일본 정부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적으로는 국가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산업 차원에서는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추진
•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관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존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위협과의 연관성 검토를 통해 법개정을 도모하며,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주요
사이버보안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 체제를 구축
• 아시아태평양(아세아) 지역을 우선적인 해외 진출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국제 협력기구
구성,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 일본 기업의 아세아 지역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사이버 범죄에 각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정책 목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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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선도하는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 추진 개요
분류

세부항목

보안 외교

공동 목표를 지닌 국가와의 상호 교류에 초점
글로벌 차원의 공통된 사이버보안 대응 기준 수립, 국제법의 효과적인 위협 대응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수행
미국과의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체제 강화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분석

글로벌 전개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아세아) 지역에서의 세력 확대 도모
제 7회 일·아세아 사이버보안 정책회의 개최 예정
‘사이버 공격 대응팀’의 업무 영역을 해외로까지 확장

글로벌 협력

글로벌 단위의 대규모 사이버 범죄에 국가 간 협력 체제로 대응
경찰청을 중심으로 G8, 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구와 공조
미국, 한국, 중국, 홍콩, 유럽연합, 러시아와 형사공조규약 체결
국제 사이버보안 관련 회의에 적극적인 참가 및 글로벌 교류창구로서의 정부 역할 강조
출처 : 내각관방 일본 정보보호센터(2014.6)

▒ 일본은 사이버보안의 강화에 있어 공동 목표를 지닌 국가간 상호 교류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위협에 맞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외교적 차원에서 사이버보안에 대응하는 방안에 관심
• 미국 등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인식을 지닌 국가가 주요 외교 협력 대상으로
지목되며, 이들과 협력 하에 공통된 사이버보안 대응 기준 수립, 국제법의 효과적인 위협 대응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등을 수행
• 또한 일본은 국가 간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자 각국과의
대화창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

▒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글로벌 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일본은 우선
아시아태평양(아세아) 지역에서 세력 확대를 도모 중
• 제 6회 일·아세아 사이버보안 정책회의의 결정사항들을 이행하는 한편, 제 7회 회의도 일본에서
개최하며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사이버 공격 대응팀’의 업무 영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한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일본
정부기관의 활동 영역을 해외로 확장
•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참여하는 한편, 일본
기업의 글로벌 표준 수용 독려

• 또한, 미국, 한국, 중국, 홍콩, 유럽연합, 러시아의 형사공조규약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해당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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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글로벌 단위의 대규모 사이버 범죄가 잇따라 발발함에 따라 사고 대응에서도 국가 간 협력이

• 이 외에 지속적인 국제 사이버보안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글로벌 교류창구로서의 정부

심층 보고서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글로벌 진출 지원

2.5. 일본 사이버보안 전략과 타국 정책 비교
▒ 일본의 사이버보안 전략은 대내적으로는 보안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술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과 유사
• 양국은 모두 국가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서 사이버보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 방안
역시 혁신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인재 양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상당 부분에서 일치

▒ 한편,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미래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각 보안 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미국 정책과 유사
• 미국은 2013 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ybersecurity Framework)’ 확립으로
모든 기관 및 기업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 중
• 일본 역시 각 주체의 역할을 별도로 설정하면서도 모든 기관이 공통된 기준 하에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지침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사이버보안 전략에서 특이한 부분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최근 사이버보안 관련 범죄 및 사고가 글로벌 단위로 발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자국 내의 정책만으로는 모든 종류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타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공조 체제 구축, 국제법에 입각한 공통된 대응 체계 마련 등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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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정책 활동은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며, 일본의
사이버보안 업계가 해외 진출을 도모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 분석

3. 결론 및 시사점
▒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계기로 자국 내의 부실한 사이버보안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
• 일본은 ICT 강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보안 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기업 역시 사이버보안 관련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
• 일본 정보보호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중 불과 절반만이 IT 보안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 같은 부족한 사이버보안 의식은 일본 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며, 이는 일본이 ICT 기술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에 약점으로 작용

▒ 특히 일본은 해외의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활발한 국제
교류 전개 역시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일본 정부가 ‘강건한 사이버 공간 구축 전략’에서 제시한 민관 공통의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각
보안 주체 간의 정보 공유 체제 확립 등은 미국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과 상당
부분 일치
• 글로벌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타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려는 의도를 내비침과 동시에, 각국의
사이버보안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일본 상황에 맞게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

▒ 한편, 일본의 사이버보안 강화 전략은 일본 ICT 산업의 특징인 폐쇄적 성향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짐
• 일본은 소위 ‘갈라파고스 시장’으로 불리며 해외 시장과 단절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자국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 일본 주도 하에 추진된 기술연구를 국제 표준으로 제시하고, 일본 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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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를 해외로 확장하는 정책들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도 원활한 사업 전개에 나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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