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미국·일본,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양상 차이 발생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 규모 및 전문 컨설팅 서비스 이용률 격차가 원인

▶ 일본 시장조사업체 MM총연(MM Research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13년 일본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규모는 195억 800만 엔(약 1,915억)을 기록하며 증가세에 있는 반면, 미국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규모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14.9.25)
▶ 이와 관련하여 MM총연은 미국의 2년 전 수준에 불과한 일본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 규모 및 보안 시스템 설계
등 전문 컨설팅 서비스의 저조한 이용률이 양국 간의 피해 규모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
▶ ’12년부터 미국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도 양국 간의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규모의 차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정

Ⅰ. 미국·일본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현황
▒ 일본의 시장조사업체인 MM 총연 (MM Research Institute) 이 미국과 일본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14.9.25)
• MM총연은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미국과 일본 내 각각 300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14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약 1주일 간 설문 조사를 실시
• ’13년도 역시 동일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MM총연은 양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내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및 투자 규모의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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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총연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평균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액 규모는 ’12년 기준 197억 7,800만
엔(약 1,942억 원)에서 ’13년 기준 99억 6,500만 엔(약 978억 원)으로 50% 가량 감소

미국·일본,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양상 차이 발생

• 유형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스푸핑(Spoofing)1) 공격에 의한 피해’는 ’12년 10억 2,100만 엔(약

100억 원)에서 ’13년 2억 8,200만 엔(약 27억 원)으로 감소
• ’13년 발생한 미국 기업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피해’와 ‘표적형 공격에 의한 피해’ 규모 역시 각각
전년 대비 56%와 35%씩 감소
• 기타 ‘내부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데이터·단말 분실 및 도난에 의한 피해’ 항목을 제외한 전 부문의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 미국 및 일본 기업의 유형별 사이버보안 피해 규모 현황(’12-’13)

출처 : MM Research Institute(’14.9)

▒ ’ 13 년 기준 일본 기업의 평균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규모는 전년도의 106 억 3 , 600 만 엔 ( 약

1,044억 원)에서 83% 증가한 195억 800만 엔(약 1,915억)으로 집계
• ‘내부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잘못된 메일 송·수신에 의한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357% 늘어난

13억 3,900만 엔(약 131억 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 ‘내부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데이터·단말 분실 및 도난에 의한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0억 8,400만 엔(약 30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일본 기업의 주요 보안사고 원인으로 지목

1) 스푸핑(Spoofing):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자가 임의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사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해 사용자들의 시스템 권한을
획득한 뒤 정보를 유출하는 해킹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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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형 공격 메일에 의한 피해(전년 대비 75% 증가) 등 전반적인 피해 항목에서 모두 증가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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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의한 피해(전년 대비 141% 증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피해(전년 대비 108%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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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내부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악의적 행동에 따른 피해(전년 대비 179% 증가) ▲스푸핑

인터넷 및 정보보호 동향

Ⅱ. 미국·일본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피해 규모 증감 요인
▒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양상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상이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의 적극성 여부에 있는 것으로 분석
• MM총연은 미국과 일본 민간 기업이 ’12년도와 ’13년도에 실제 집행한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액을
집계하고, ’14년 배정된 관련 예산 규모를 조사
• ’14년도 일본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액은 미국 민간 기업의 32억 9,400만 엔(약 326억
원)에 비해 약 30% 가량 적은 23억 6,400만 엔(약 234억 원)으로, 미국의 2년 전 수준에 불과
• 이는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 규모가 기업의 사이버보안 피해 정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미국과 일본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 규모 증가 추이(’12-’14)

출처 : MM Research Institute(’14.9)

▒ 시스템의 안전성 진단이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해주는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이용률 역시 사이버보안 관련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
• MM총연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 가운데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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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중은 51%로 일본의 26%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조사
▒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전개에 있어 미국이 일본을 다소 앞서가고 있다는 점도
피해규모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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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언론매체 IT미디어(IT Media)의 ’14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12년 메릴랜드 주에
국립사이버보안센터2) 를 설립하고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을 본격화3)
• 뿐만 아니라 ’12년부터 미국국가안전보장국4) 은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5) 의 지원을 받아 털사
대학(University of Tulsa), 노스다코타주립대학(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등의 컴퓨터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풀 구성 프로그램을 개시6)
• 반면 일본은 ’14년 5월 발표한 ‘신·정보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7) ’을 필두로 사이버보안 전문 인재
양성 정책 전개를 시작
• 이에 대해 IT 미디어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육성 및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신·정보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 발표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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