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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개선을 위한
정책평가 실시

▶ 호주 정부는 과거 수립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Cyber Security Strategy)을 개정하기 위한 점검 및 평가 작업을 실시
▶ 호주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트렌드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안 전략 개정을
비롯해 국가 보안조직 강화에도 주력

호주 정부, 민간 전문가들과 사이버보안 전략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 개시
▒ 호주 정부가 과거의 정세에 맞춰 작성되었던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Cyber Security

Strategy)을 개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점검 및 평가 작업에 돌입
• 호주의 토니 애봇(Tony Abbott) 총리는 외부 사이버공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검토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14.11.27)
• 일찍이 업계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위협 환경 및 심각한 온라인보안 이슈에 맞춰 노후한 정책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기존에 호주 정부에서 따르고 있는 사이버보안 전략은 ’08년에 작성되어 ’09년 말에 발표되었으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민관 IT 인프라의 안정성 및 회복탄력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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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호주 정부는 사이버보안 전략에 근거해 컴퓨터긴급대응팀1) 과 사이버보안 운영센터2) 를

• 또한 ’11년에는 기존 전략의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당시 디지털 경제 관련

단신 브리핑

논의가 중요 사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1년 6개월 만에 중지
▒ 사이버보안 전략 검토 작업은 애봇 총리 및 내각부를 필두로 사이버보안 정책 관련 정부 산하 기관
및 IT 산업계 주요 사업자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조직3) 이 전담
▒ 호주 총리 및 전문가 패널들은 6개월에 걸쳐 국가 전반에 걸친 보안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15년

5월에 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
• 점검 및 검토 사항으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사이버공격 위험 요인 평가와 외부 공격에 대한
탄력적인 온라인 시스템 대응 방안 ▲사이버공격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정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방안 ▲정부 네트워크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위협 방지 방안 등이 포함

사이버보안 전략 개정, 국내외 사이버위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건
▒ 호주는 산업계와 일반 국민들의 온라인 및 IT 이용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외부 사이버위협의
급격한 발생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 호주 국가정보기관 ASD4) 에 따르면, ’13년 한 해 동안 호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
발생건수는 940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 호주 정부의 전 사이버보안 자문 마커스 왕(Marcus Wong)은 외부 위협을 포함한 온라인 환경은 과거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 이후에 급변해 왔기 때문에 정책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
• 아울러 왕은 사이버보안은 전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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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최선의 결과물 도출을 위한 핵심이라고 언급

3) 호주 비즈니스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의 제니퍼 웨스타콧(Jennifer Westacott) CEO, 호주 전략정책위원회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토비아스 피킨(Tobias Feakin) 국제사이버정책센터장, 시스코(Cisco)의 존 스튜어트(John
Stewart) 보안 트러스트 부서장, 텔스트라(Telstra)의 마이크 버그레스(Mike Burgress)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참여
4)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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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체적인 사이버보안 전략 개정을 추진한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의 벤
헤이즈(Ben Heyes) 사이버보안 부장은 정부 정책의 개정은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

▒ 한편, 호주 정부는 국가 보안조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주 사이버보안센터5) 를 캔버라
지역 내에 신설
• 신설된 사이버보안센터는 호주 범죄위원회6) , 연방 경찰국7) , 보안정보국8) , 국가정보기관9) ,
컴퓨터긴급대응팀10) 등과 함께 국가 사이버보안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최근 호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주요 외부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안 관련 기관들이
급증하는 사이버공격 문제에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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