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표준기술개발연구소(NIST),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실질적 확산 위한 민간 참여 독려

미국 표준기술개발연구소(NIST),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실질적 확산 위한 민간 참여 독려

▶ ’14년 초 미국 국립표준기술개발연구소(NIST)가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발표
▶ 현재 NIST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수립 계획

미국 국립표준기술개발연구소(NIST),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관련 공개 의견 수렴 개시
▒ 미국 국립표준기술개발연구소1) 는 ’14년 초 주요 사회기반시설 대상의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를 발표(’14.2.14)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 운영 주체가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적절한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리 지침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13년 2월 오바마(Obama)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Executive Order 13636)’의 일환

1)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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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민간 영역의 경우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도입이 결정되므로 규제로서

▒ 이에 NIST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민간 분야 도입 확산 정책 일환으로 의견 공모(Public

단신 브리핑

Comment)를 실시한다고 발표(’14.8.22)
• NIST의 아담 세지위크(Adam Sedgewick) 수석 정책 분석가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실제
적용에 있어 조직 별로 상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이 발견됐다고 설명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조직 내 보안 이슈 탐색 수준에서 활용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사이버위협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
• 이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적용에 있어 조직 특성 별로 효용성이나 적용 가능성이 차이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
• 이에 세지위크 수석은 실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활용했던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해당 프레임워크의 보완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제시는 물론 인지도 제고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
▒ N I S T 는 연 방 관 보 ( Fe d e r a l R e g i s t e r ) 를 통 해 ‘ 사 이 버 보 안 프 레 임 워 크 ’ 에 관 한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를 공표(’14.8.26)
• 해당 정보제공요청서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 모집은 ’14년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 등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식부터, 활용 경험, 향후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집
• 작성된 의견 및 이에 대한 피드백은 의견 수렴 종료 45일 후 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게시판과 연방 관보를 통해 정식 공개될 예정
• 또한 제출된 의견은 NIST가 ’14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플로리다 주 템파(Tampa)에서 개최할
예정인 사이버보안 워크숍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채택될 계획

NIST, 사이버보안 정책의 실효성 확보 위한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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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NIST를 비롯한 연방 정부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미국 표준기술개발연구소(NIST),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실질적 확산 위한 민간 참여 독려

• 일례로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2) 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방 정부 기관 및 행정부처의 사이버보안
체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14.2.4)
• 특히 국토안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보안 업데이트 미비, 허술한 암호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지침에 대한 외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
▒ 이에 NIST는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 수렴 외에도 현재 기관 및 단체의 모바일 앱 활용에 관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인 NIST는 초안 수립 과정에 있어 대중의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

(’14.8.20)
• 조직 특성마다 요구되는 보안 수준이 상이한 만큼, 이를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효과성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관련 아이디어를 확보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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