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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인사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해킹과 인터넷뱅킹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 장악시도 및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계좌 이체 등에서 보듯이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국내외는 물론 공공과 민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기관간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제도 미흡, 통합된 정보시스템 미비, 민․관의 공동 협의기구 부재 등 현실태를 지적하였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등 법․제도 개선, 국가정보공유센터 설립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분석․검증 등 전 과정 자동처리기술 개발, 민․관 합동 정보공유협의체 구성 등 사이버위

협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개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위협을 사전 차단하고 사이버공격 발생 시

에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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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hall suggest the improvement model for invigorating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from the

national level, which includes, inter alia, a comprehensive solutions such as the legislation of a guideline for

information sharing,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National Center for Information Sharing,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automatizing all the processes

for gathering, analyzing and delivering cyber threat information, and the constitution of a private and public joint

committee for sharing information, so much so that it intends to prevent cyber security threat to occur in advance

or to refrain damage from being proliferated even after the occurrence of in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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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북한은 정부기관 주요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

폰을 공격하여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역

을 절취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국민 2천만명 이상

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

체의 내부 전산망을 장악하여 금융혼란을 야기하려

하였다[1]. 또한 국제적으로는 지난 2월 미상의 해킹

조직들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뉴욕연방준비은행

계좌에서 필리핀으로 8,100만 달러를 이체하여 바로

인출되었는데 이번 사건이 악성코드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해킹사건으로 분류되어 미국의 연방수

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은행 절도사건

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건이라고 한다[2]. 이처럼 사이

버위협은 국내외는 물론 공공과 민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들은 국가․산업기밀이나 국민의 개인정보 및 주요

기반시스템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

담기구 신설 등 조직 정비와 법․제도적인 개선작업

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 경우도 북한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사이버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민간을 포함한 범 국가차원의 대

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위협이

지능적으로 더욱 고도화되면서 유사시 체계적이고 신

속한 대응조치를 위해서는 사이버위협 정보에 대한

기관간 공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점차 안보 및

국익보호 차원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위협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격을 탐지하여 차

단하고 관련정보를 분석하여 공유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에서는 각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2011년2월19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센터를 구축하였고[14], 미래부는 2013

년8월에 사이버위협 정보분석․공유시스템(C-TAS)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13], 국가사이버안전센

터에서도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정

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간에도 사이버위협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노력이 공개되고 있는데 2015년10월 한․미 정상간

회담에서도 국제차원의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을 위해

관련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우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NSC)간 핫라인 구축,

사이버범죄 수사공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3].

이처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도 그 동안에는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제각각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

유가 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유에 있어 공공분야는 공

공기관끼리, 민간분야는 민간기관끼리 침해사고 현황

이나 탐지규칙 등 최소한의 사이버위협 정보를 개별

적, 단편적으로만 공유하고 있어 통합된 공유체계가

미흡하여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통한 예방활

동과 유기적인 공조 대응활동에 한계가 있어 관계기

관간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과 그 동안의 시스템 구축현황․제도 등 전반

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해보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활동과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 차단 등 신속한

대응과 복구활동으로 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개선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사이버위협정보 개념 및 정보공유 필요성

‘사이버위협정보’는 2015년5월19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2조에 의하면 사이버위협의 발신지, 목적지, 발생일

시 등 로그기록자료, 악성프로그램, 보안취약점 정보

등으로 정의하며 국가·공공기관, 기반시설 관리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핵심기술 보유업체나 연

구기관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으로 하여금 위협

정보 수집 및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4].

또한, 2013년4월9일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제12조에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

프트웨어 취약점 등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관계기관간

공유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정원으로 하여금 사이버위협정보 공

유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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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

에 의하면 사이버공격의 계획 또는 공격사실, 사이버

위협정보를 입수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등 정보의 협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민·관·군 사이버위

협 합동대응반을 두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및 합동조사 등을 통해 유관

기관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토록 하고 있

다. 또한, 사이버위협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전문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2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기반시

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

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를 두고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제공, 침해사

고 발생시 실시간 경보·분석체계를 운영토록 하고 있

다[22].

2.2 위협정보 공유 필요성 제기 사례

윤오준 등은 국내 주요 사이버공격 사례에서 2009

년 7.7DDoS 공격시 민·관간 악성코드 등 관련정보 공

유가 부족하였고, 2013년 3.20, 6.25 사이버테러 대응

과정에서도 민·관·군 유관기관간 원활한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의 사이버테러는 민·관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두

영역간의 즉각적인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없이는 공격

차단, 피해 예방, 긴급 복구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응

기관간 위협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은 반드시 필

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민간과 공공 영역이 수집하는

위협정보를 상호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칭 ‘민·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를 구축하여 위협정보를 수집, 종합 분석, 배포하는

등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6].

권문택은 사이버위기는 예측의 불확실성과 침해범

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민간·공공·국방 등 분산관리

체계보다는 통합형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하며 분

산형 체계가 부처간 할거주의로 인해 지휘체계의 혼

선, 대응의 지연, 정보공유 미흡, 업무중복에 따른 자

원 및 행정력의 비효율성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사이버안전청’

을 신설하고 민·관·군 유관부처의 인력을 파견형식으

로 지원받아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야 하며 그 중 민·관·군 통합상황실을 편성하여 모든

사이버위기관련 상황이 신고되고, 일단 신고된 정보는

즉각 관련부처로 전파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7].

박상돈 등은 정보보호를 정한 법령들이 부문별로

산재하여 정보공유 체계가 불완전한 상태라고 지적하

며 공공부문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민간부

문은 「정보통신망법」, 기반시설 체계는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어 관장기관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원활히 교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국가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적절한 대

책이지만 현행 법제도를 근거로 하여서는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간, 민간기업간 그리고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문별 구분

없이 정보수집․분석 역량을 갖춘 기관이 책임지는

정보공유 체계를 수립하고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제도

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8].

정기석은 금융ISAC의 역할로 금융부문 기반시설

등에 대한 보안관제 및 실시간 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사고 발생 등 유사시 실시간

정보분석 체계를 운영하여 공격 확산을 차단하고 피

해를 최소화하는 등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

로서 충실히 기능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

지만 보관중인 내부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불법

유통, 피싱 등 2차 피해 차단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

보 공유분석센터를 금융ISAC과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토록 하

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국가기관과 보안기업, 백신업체 등 민간기관과의 상시

적인 위협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9].

2.3 정부 대책상 정보공유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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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에는 위협정보

공유 활성화와 기관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사

이버안전센터내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또

한 각급기관 보안관제센터에서 수집된 탐지정보를 상

호 공유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관제정보 공유시스템

을 구축키로 한 바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업체와 유관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이버공격을 조기에 탐지․

차단키로 하였다[10][6].

2013년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에는 유관기관간

스마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민․관․군 개

별시스템을 상호 연동시켜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정

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키로 하는 한편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시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조사․분석 등 사고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나가

기로 한 바 있다. 또한 2017년까지 민간분야 대상 정

보공유분석센터(ISAC)의 설립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로 하였다[11][6].

2015년 ‘국가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에는

민․관․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협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키로 하고, 또한 「정보통

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미래부, 국정원, 국방부간

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바

있다[12][6].

2.4 기관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현황

우리나라는 2009년 7.7DDoS공격 발생이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관기관

간에도 공감하면서 부처별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현황

명 칭 구축년도 주관(운영)기관

C-TAS 2014.8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센터

2011.2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공유분석
센터(ISAC)

2009~
기반시설 관리기관
(금융, 통신, 행정)

통합보안관제
센터

2015.4
금융위

(금융보안원)

2.4.1 미래부의 C-TAS

미래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2014년8월에 사이버침

해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악성

코드 정보, 명령제어 서버 정보, 취약점 및 침해사고

분석정보 등 각종 사이버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유형

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함으로써 필요시 이들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적으로 공유하

는 체계인 ‘사이버위협 정보분석․공유시스템(C-TA

S, Cyber Threats Analysis System)을 그림 1과 같

이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민간분

야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에 대한 분석시간

을 기존의 6시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하여 주요 통

신사, 포털, 쇼핑몰, 보안업체 등 민간 관계기관과 신

속히 공유해 나가고 있다[13].

(그림 1) 미래부의 C-TAS 개념도[13]

2.4.2 행자부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011년2월17일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개통하였는데 이는 중앙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관제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통합 모니터링 자료와 침해시도 분석결과를

통신망사업자, 백신업체, 보안장비업체 등 정보보호업

체와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

게 되는 정보는 사이버공격 유형, 공격 IP, 대응방법

등이며, 공유대상 기관은 통합센터와 사이버침해 공동

대응 MOU를 체결한 20개 정보보호 업체이다. 동 시

스템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 앞서 통합센터가 구축한

‘악성코드 분석 관리시스템’과 ‘DDoS 사이버 대피소’

등과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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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기반보호법상의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

이버테러와 정보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

하기 위해 유사업무 분야별로 구분한 서비스 체계인

데 주로 사이버테러 취약점과 침해요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가입기관에 제공하고 침해사고가 나면

실시간 경보와 분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분

야별 여건을 고려,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성․운영, 정

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시스템 시험, 정보보호관련 교육

과 훈련 서비스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회원사간 정보보호를 공동 대처함으로써 전문조직 별

도 운영에 따른 업무 및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정보수집 및 적용, 기술 확보, 인력 및 조직 운영 등

모든 요소들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ISAC은 미

국이 지난 1998년 금융부문 ISAC을 비롯 통신·국방·

교통 등 8개 분야에 ISAC을 운영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민간주

도의 ISAC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현재 금융, 통

신, 행정 ISAC 등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15], 정부

는 2017년까지 에너지, 의료, 교육 등 7개 분야로 점

차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16].

2.4.4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해당정보를

모든 참여기관과 공유해 사이버공격을 사전 차단해

피해를 막는 관제센터이다. 금보원이 2015년4월10일

통합금융보안기구로 설립 이전에는 은행, 증권 등 각

권역별로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통합보안관제

실시 후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대응이 가

능해지고 관제대상이 중소 금융회사로 확대됨에 따라

보안사각지대가 축소되었으며 앞으로 통합보안관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제시스템 고도화 작업

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시대 금융사기 방

지와 금융보안의 확립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은행·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권 이상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했으

며, 2016년부터는 고객의 이상거래 의심내역을 금융회

사간 실시간 공유해 전자금융사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17].

2.5 미국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사례

미국은 2009년10월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국가

사이버안보통신통합센터(NCCIC, National Cybersecu

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를 설치

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사이버위협 정보를

수집하여 대응하며 민간 및 공공의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6].

또한 미국은 공공과 민간영역간 사이버위협정보 공

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2월 미 대통령 행정명

령(제13691호)을 통해 민간부문 기업들 상호간과 민

간기업-정부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 기업형태로 정보공유분석기관(ISAOs, Inform

ation Sharing and Analysis Organizations)을 창설토

록 하고 DHS가 재정적 지원을 하며, NCCIC는 ISAO

s와 정보공유 협력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18][19].

NCCIC는 정부부처(연방, 주), 공공기관, 민간분야

기반시설, 방산업체, 산업별 ISAC 등과 연계하여 시

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수집된 위협정보를 국가정보국

(DNI) 산하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CTIIC, Cyber T

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에 제공하면 CT

IIC은 각 정부기관의 위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4

년12월 북한에 의한 소니픽처스사 해킹 등 사이버위

협 사고 증가에 따라 사이버위협정보 통합과 정보협

력체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2015년2월 CTIIC을

설립키로 한 바 있으며 2016년1월 동 조직의 소장으

로 Tonya Ugoretz 前 FBI 최고정보관(CIO) 등 지휘

부를 임명한 바 있다[19][20].

또한, 2015년12월18일 의회를 통과한 사이버안보법

(Cybersecurity Act of 2015)은 국가정보국(DNI), 국

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정

부기관간, 공공․민간간 정보공유 방법․절차를 마련

토록 하고 있고, 국토안보부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자동화에 필요한 정보산업표준을 마련하고, NCCIC는

정보공유를 위해 비연방주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도

록 하고 있으며, 정보공유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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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위협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

송 등에 대한 법적 면책권리를 부여하고 있다[19].

3.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현실태

3.1 법․제도 운영 측면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공공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민간기관을 침투한 다음 대상기관을

공격하는 우회적인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위협정보를 민간기관과 공공기

관이 상호 공유하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사고 발생시 긴급한 조치

를 취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

보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통신기반보

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정보공유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공공 영역이나 기반시

설 등 특정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정작 필요한 첨단산

업기술 보유업체나 방산업체 등 중요 민간분야와의

공유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탐지하고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통신비

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받아야 하

므로 이것이 도리어 정보공유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더구나, 사이버위협정보 제공기관이나 제

공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유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

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대상이나 목록(내용)이

불명확하고 공유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담보가 되지

않아 공유를 꺼리고 있어 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은

편이다. 공유기관들도 실무자 차원의 기술정보 공유는

일정부문 이뤄지고 있으나 원전 자료유출 등 대규모

해킹사고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보도될 경우 시의

적절하게 공유되지 않아 언론을 통해 인지하게 되고

더 이상의 추가정보도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기관들이 조치해야 할 내용도 모르는 등 여러 차례의

사고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 미흡에 대

한 지적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간 정보협력 추진시 사

이버위협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

면서도 악성코드 공동 분석, 수사 협조 등 구체적 협

력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이다.

3.2 통합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측면

2.4 기관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현황에서 보았듯

이 미래부, 행자부, 금융위 등은 사이버위협을 차단하

고 대응하는 활동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소관분야 대

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하고 있다.

하지만 각급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제각각 구축, 운

영하면서 민․관간 통합된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사전

에 위협을 예측하거나 이를 통한 예방활동이나 경보

발령 등 유기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시스

템 운영 측면에서도 최초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되

어 독자 운영해오고 있는 와중에 서로 다른 시스템을

나중에 연계를 고려함으로써 통합하는데 기술적 어려

움을 겪고 있다.

3.3 민․관 공동 협의체 구성․운영 측면

현재 각급기관별로 위협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

활용하거나 유관기관들과 아주 제한적으로 공유를 하

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불신이 남

아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즉, 정부기관내

에서는 국정원이 주축이 되어 각급기관의 보안관제센

터를 대상으로 수집된 위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면서

탐지규칙(룰)을 개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래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ISP, 정보보호업체

와 연계하여 악성코드와 보안취약점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금융위(금융보안원)는 은행․증권 등 금융사

를 대상으로 피싱사이트 등 침해시도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행자부(정부통합전산센터)는 일부 공공기

관 및 보안업체와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각

급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양적으로 차이가

있는데다 질적으로 수준차가 너무 커 기관간 정보공

유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 공유를 주저하면서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영역과 공

공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공동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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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성화 모델

4.1 공유절차 마련 등 법․제도 개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

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

률을 제정하여 분야별 필수기관들로 하여금 정보공유

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되

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안」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분야별 필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 참여토록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분야에서 탐지한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기 위해

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

반소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기관과 민

간업체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위협정보 중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거하고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안보위협 관련 정보 위주로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보

안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민

간기관간 공히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

성하고 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의 원칙, 참여기관의 역할이나 공유정보의 범

위․대상 등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공유대상 정보는 보안취약점에 대한 정보, 사이

버공격에 대한 수집․탐지정보, 사이버위협 분석․판

단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정보, 공격자(주체)에 대

한 정보, 사고에 대한 대응․복구 정보, 참여기관의

예방차원의 보안활동이나 국가정책정보 등으로 구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위협정보의 수집․탐지․공유 등에 대한 절

차를 <표 2>과 같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

집․탐지기관으로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I

SP, 백신업체 등을 설정하고 이들 정보를 가칭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게 한다. 동 센터

는 위협정보 수집시스템과 탐지기술을 개발하여 보안

관제기관 등에 지원하고 이들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

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기술과 함께 각급기관

에 배포하게 된다. 정보이용 기관들은 위협정보와 대

응기술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면

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피드백 해주면 된다. 이때 민

간기관이 국가기관에 위협정보 제공과 공유활동 수행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완화시켜

주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공유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나 의도적 유출시의 처벌 등 위협정보의

취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사이버위협정보 처리 절차

위협정보

수집탐지기

관 정보
제공
→
←
탐지
기술

국가사이버위

협

정보공유센터 분석
정보
→
←
적용
결과

위협정보

공유기관

보안관제센터

ISP

백신업체

사이버위협정보

통합시스템

위협정보․

대응기술

자체 적용

아울러, 공유대상 정보를 비밀분류(Ⅰ,Ⅱ,Ⅲ급)와 같

이 등급으로 나누어 공유기관간에도 접근권한을 차등

화할 필요가 있는데 공유시 타기관에 파급될 영향이

나 해당기관에 돌아오는 반대급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자료 중 타국

과의 군사적 긴장이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거나 국

가간 또는 국제기구간의 정보협력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정보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간 사이버위협이 국제사회의 주요 안보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억지력 제고 측면에서 국가간

에도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

하는 등 긴밀한 정보공유 채널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또한 UN, NATO 등 다자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

면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며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

의회(FIRST),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

등 국제협력체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이버위

협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들 기관들이 주관하는 국

제모의훈련이나 컨퍼런스 등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4.2 국가차원의 통합시스템 구축

사이버위협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거나 자동적

으로 상호 교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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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의 구축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각급기관 부문별로 구

축된 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상호 연동하여 정보가

소통되고 공유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법인 형태로

정식 설립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공유

활성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스템 관

리자는 공유하는 정보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 시스템을 외부와 접속이 차단되는 폐쇄망에서 운

영하여야 하고 참여기관들이 접속하는 단말기도 인터

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비인가

자가 동 시스템에 접속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는 등 보안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유할 정보가 가치있는 양질의 수준을 유

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집, 분석, 검증 등 모

든 과정에 걸쳐 관련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다량의 수집된 탐지정보로부터 핵심적

인 위협요소를 분류하고 식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

술과 국내외 사이버위협에 대해 위협의 강도, 성격 등

을 조기에 판단하여 대응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판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위협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고

나 위협, 공격과의 관계 등 이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

는데 공격IP나 공격기법, 해킹의 중간경유지, 악성코

드 등의 위협정보가 상호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수집하고 탐

지한 정보가 대용량으로 축적됨에 따라 이를 자동으

로 분석하여 사이버안보 위협 변화추이를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기술 또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 민․관 공유협의체 구성․운영

국가․공공기관, 민간업체 및 연구소 등 제반 사이

버대응 요소가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위협 대응 협의

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에서 국가

차원의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분석, 활용하면서

운영상의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 행자, 국방부, 국정

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정부차원의 실무적 협력과 재

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당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기관 입장에서도 자사의

정보를 전량 제공하면서 협의체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최대한 수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채널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학계, 연구기관, 국내 I

SP 등 민간 산업계, 글로벌 보안업체, 해외 전문기관

등 수집경로를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화이

트해커 등 보안전문가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신 공

격기법 등을 수집하는 한편 해커 동향 등 휴민트 기

반의 위협정보 수집활동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관-업체-개인간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행정조치가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보안관제 전문업체나 ISP 등 민

간기업의 경우 통비법 위반시비 해소와 소요경비 부

담 경감을 위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정의 위협정

보를 시스템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수집기술을 국

가기관에서 개발하여 지원해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사이버위협이 국내․해외는

물론 공공․민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간에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 동

안에는 각급기관별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해오면서 그로 인해 법․제도 미흡, 통합된 정보시스

템 미비, 민․관의 공동 협의기구 부재 등 현실태를 지

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우해서는 우선 정보공유 원

칙, 참여기관의 역할, 공유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고 분야별 필수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의무화 등 법․제도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

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차원의

정보공유센터를 만들고 정보시스템 또한 통합적으로

재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부

터 분석, 검증 등 모든 과정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참여기관간 정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개선모델 연구 33

공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업, 연

구소 등 제반 대응기관이 참여하는 공유협의체를 구성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상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지속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사이버위협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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