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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및 범국가적 차원의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및 체계 강화 노력

▶ 전 세계적으로 정부 및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와
기업은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을 적절히 방어·예방하는데 필요한 질적·양적 인력 및 대응 체계가 미미한 상황
▶ 이에 최근 해외 각국에서 정부와 국가 주요 기반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협력 아래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사이버보안 모의 훈련을 추진
▶ 일본에서는 총무성의 주도 아래 민간 사업자들이 직접 설계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운영 기업의
네트워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CYDER(Cyber Defence Exercise with Recurrence)’ 실시
▶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참여 아래 사이버보안 관련 대응력과 역량을 평가하고 국가 간
수평적인 정보 공유 절차를 점검하며 범국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대규모 사이버보안 훈련 ‘사이버유럽

2014(Cyber Europe 2014)’를 개최

Ⅰ. 전 세계, 정부 및 주요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위협 발생 증가 추세

▒ 최근 전 세계적 사이버위협 및 공격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
공공설비, 교통 등과 같은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협 발생이 빠르게 증가
• 글로벌 IT 기업인 시스코(Cisco)는 ‘2014년 연례 보안 보고서1) ’를 통해 ’13년 10월 기준 전 세계
연간 누적 사이버위협 경보 발생 건수는 ’12년 대비 14% 증가했으며 지난 ’00년 연례 보고서 작성
시작 이후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

1) Cisco, “Cisco 2014 Annual Security Report”, 20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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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한 해 동안 말웨어(Malware)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산업으로는 제약, 화학, 전자제품 제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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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시장조사업체 포네몬 인스티튜트(Ponemon Institute)가 7개 국가2) 를 대상으로
사이버위협 발생에 따른 피해액 범위를 조사한 결과3) 에 따르면, ’14년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0.4% 증가한 757만 달러(약 84억 2,000만 원)이며 최대 피해액은 6,000만 달러(약 6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산업별 연평균 피해액은 에너지 및 공공시설 관련 산업이 1,318만 달러(약 146억 원)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액 규모가 큰 산업 상위 10개 가운데 교통, 통신, 공공부문, 국방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관련 산업들이 포함
● 해외 7개 국가의 사이버위협에 따른 피해액 변화와 산업별 피해액
사이버위협에 따른 피해액
(단위: 만 달러)

산업별 사이버위협에 따른 피해액
(단위: 백만 달러)

출처 : Ponemon Research(2014.10.17)

▒ 각 국가의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대상의 사이버위협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미국 회계감사원4) 의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긴급대응팀5) 에 보고된 미국 연방 정부 대상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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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건수는 ’12년 약 3만 5,000건에서 ’13년 약 4만 6,000건으로 증가6)

2)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러시아
3) Ponemon Institute, “2014 Global Report on the Cost of Cyber Crime”, 2014.10.17
4)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5) US Computer Emergence Response Team, US CERT
6) GAO, “INFORMATION SECURITY: Agencies Need to Improve Cyber Incident Response Practices”, 20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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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내각관방정보 보안센터7) 산하 정부기관 사이버보안운영조정팀8) 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각
정부부처 대상의 사이버위협 건수는 ’11년 66만 건에서 ’13년 508만 건으로 증가9)
▒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이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을 적절히 방어·예방하는데 필요한 질적·양적
인력과 대응 체계가 부족
• 시스코는 ’1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안 전문가가 100만 명 이상 부족하며 사이버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이나 전술이 IT 및 보안 전문가들의 능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언급
•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원은 자국 내 24개 연방정부기관이 ’13년 발생한 사이버보안 사고의 약 65%
에 대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일본의 경우 약 26만 5,000명의 정보보안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원활히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10만 명 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인력 규모도 18만 5,000여 명 수준10)
▒ 이에 최근 해외 각국에서는 정부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사이버보안 모의 훈련을 추진
• 사이버보안 훈련은 정부 부처 및 정부 산하 기관 등 공공 조직은 물론 민간 기업들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기술적·체계적 대응력과 취약점을 평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Ⅱ. 일본 총무성의 사이버보안 훈련 ‘CYDER’
▒ 일본 총무성 11) 은 정부 및 민간 사업자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사이버보안 훈련 ‘CYDER(Cyber Defence Exercise with Recurrence)’의 ’14년 프로그램을

10) ITMedia, “ITmedia エグゼクティブセミナーリポート：政府や重要インフラへの攻撃から日本を守る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
戦略”, 2014.10.22

11) 総務省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8) Government Security Operation Coordination Team, GSOC
9) NISC,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推進体制の強化について”,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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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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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9월 25일에 처음 시작된 ‘CYDER’는 정부기관 및 금융이나 의료, 운송 등의 주요 기반시설
관련 기업의 네트워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한 해 동안에는 33개 조직, 292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
• ’14년 ‘CYDER’는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며 약 50개 조직에서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3~4
인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
▒ ’14년 ‘CYDER’ 훈련은 3가지 프로그램으로 ’14년 10월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
• 1일차 오전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표적형 공격의 사례와 해당 공격에 대한 대책 및 사고 처리
과정에 관련된 이론 교육을 수강하고, 실습 환경 및 활용 도구에 대한 사전 학습을 진행
• 1일차 오후에는 실질적인 사이버공격 감시 및 분석 업무와 사고처리 및 관련 보고서 작성을 실습
• 마지막 2일차 오전에는 질의응답과 전문 강사의 해설이 진행되었으며, 실제 참가자들의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테스트와 설문조사를 실시
● ’14년 ’CYDER’ 훈련 프로그램 진행 일정
일정

10.21 (1일차)
오전 훈련

10.21 (1일차)
오후 훈련

10.22 (2일차)
오전 훈련

훈련 내용
•표적형 공격 사례와 해당 공격에 대한 대책 및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교육 실시
•실습 환경 및 활용 도구에 대한 사전학습 진행
•실질적인 사이버공격 감시 및 분석 업무 수행
•사고처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실습
•사후 질의응답, 전문 강사의 해설
•참가자의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 확인을 위한 테스트 및 설문조사 실시
출처: 일본 총무성(2014.10.)

▒ ‘ CYDER ’ 는 총 무 성 의 위 탁 하 에 NTT 커 뮤 니 케 이 션 즈 (NTT Communications) ,
히타치(HITACHI), 니혼주식회사(NEC) 등 민간 3사의 합동 프로젝트로 진행
• NTT 커뮤니케이션즈는 사이버공격 탐지 및 방지, 예방, 사후 대책, 사고 대응으로 구성된 방어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54

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 및 사고 대응에 관한 사례 연구를 담당
• 히타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수집 프로세스와 보다 정확한 분석 기술을 개발
• 니혼주식회사는 NTT 커뮤니케이션즈가 제공한 방어 모델과 히타치의 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질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진행

일본·유럽 정부, 주요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보안 훈련 실시

▒ 총무성은 민관 협력 형태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CYDER’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현장의 작업 환경이 반영된
사이버보안 훈련이 가능하며, 나아가 비즈니스의 연속성까지 고려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Ⅲ. 유럽의 대규모 사이버보안 훈련 ‘사이버유럽 2014’
▒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국 12) 이 범유럽 차원의 대규모 사이버보안훈련인
‘사이버유럽 2014(Cyber Europe 2014)’를 개최(’14.10.30)
• ‘사이버유럽’은 유럽연합13) 회원국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대응력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의 훈련으로 ’10년부터 격년으로 실시
• ’14년 훈련은 유럽 28개 국가에서 약 200여 개 조직, 400여 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 여기에는 유럽 각국의 침해사고대응팀14) 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부 부처를 비롯해 통신,
에너지, 금융, IT 등 주요산업기반 운영과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
▒ ’14년 10월에 개최된 모의 훈련은 1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사이버유럽 2014’ 전체 훈련
과정 중 한 단계로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사이버공격 시나리오를 설정해 사이버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
• 지난 4월에는 ‘사이버유럽 2014’의 제 1단계로서 위협 감지, 조사, 피해 완화, 정보 교환 등에 관련된
기술적 측면을 점검
• 이번 10월에 개최된 제 2단계 훈련은 2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디도스 공격, 웹사이트 변조, 정보
유출 및 국가 주요 기반시설 공격 등 총 2,000여 종류의 사이버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 긴급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상황에서의 운영 절차 및 협력 상황 등을 평가

13) European Union, EU
14)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 C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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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EN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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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제 3단계 훈련은 의사 결정, 정책적 영향력 및 사회적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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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유럽’ 훈련은 사이버위협 및 공격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범유럽
차원의 노력
• 유럽집행위원회15) 의 닐리 크로스(Neelie Kroes) 부의장은 개별적인 국가 또는 조직만으로는 날로
진화하고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이야 말로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라고 언급
• 또한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국의 우도 햄브레히트(Udo Helmbrecht) 원장은 이러한 공동
사이버보안 훈련이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절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실제로 ‘사이버유럽 2014’는 단순히 대응 역량의 점검이나 평가가 아닌 사이버위협 발생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 간의 수평적인 정보 공유 절차와 그에 따른 효율성을 탐색하는데도 주목
• 이번 모의 훈련에는 유럽 국가들 간에 사이버위협 발생 상황에서 작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4년 2월에 수립된 ‘EU-표준 작전절차(EU-Standards Operational Procedures, EU-

SOPs)16) ’의 실효성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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