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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 네트워크를 통한 웜의 자기복제로 인해 네트워크의 가용성이 저하되자
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이하 CERT)이 설립되었다. 본 개념은 웜의 전파와 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이제는 한 국가의 위협이 해당 국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를
포함한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확산은 사이버 위협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으며, 효과적인 조치를 위해 단위
조직 차원의 개별 대응이 아닌 국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정보공유와 같은 협력과 공
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본고는 CERT의 기본 개념과 국가대표 CERT의 역할을 소개하며 지역 및 글로벌
CERT 협의체 활동에 대한 개요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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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신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터넷
으로 상호 연결된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경에 관계없이
순식간에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업무영역과 국가 경계를 넘나
드는 사이버 공격을 조정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의 내부 정보자산이 인터넷을 통
해 유출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수차례 발생한 대규모의 네트워크
공격,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이 바로 그 예이며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있다. 아울러 의료 기록 데이터 등 보안이 중시되는 영역에도 곳에도 컴퓨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은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 지금도 마치 빅뱅처럼 공간의 제약 없이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적어도 우리가 만
들어 놓은 영역 안에서 만큼은 인터넷 자체가 보호되어야만 하는 중요 인프라가 되었다.
이러한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자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舊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의 CERTCC-KR(現 KrCERT/CC)을 중심으로 CERT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말부
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정보보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Ⅱ. 침해사고대응팀 소개
1. 침해사고대응팀의 배경
1988년 11월 2일, 최초의 웜인 모리스(Morris)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은 카네기멜론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SEI) 내에 침해사고대응팀 조정센터(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 이하 CERT/CC)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최초의 CERT이며, CSIRT
(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로 불리기도 하는 인터넷상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소방서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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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사고대응팀의 역할
1) CERT의 서비스

CERT는 인터넷 침해사고대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CERT/CC는
CERT 서비스 범주를 대응 활동, 예방 활동, 보안품질관리 활동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CERT의 서비스 목록
대응
(Reactive)

예방
(Proactive)

보안품질관리
(Security Quality Management)

•알림 및 경고

•공고

•위험 분석

•침해사고 대응

•기술 감시

•업무 연속성 및 재해 복구 계획

- 침해사고 분석

•보안 감사 또는 평가

•보안 상담

- 현장에서의 침해사고 대응

•인식 조성

- 침해사고 대응 지원

•보안 도구,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구성과 유지보수

- 침해사고 대응 조정

•보안 도구 개발

•제품 평가 또는 인증

•취약점 대응
- 취약점 분석
- 취약점 대응

•교육, 훈련

•침입 탐지 서비스
•보안 관련 정보 전파

- 취약점 대응 조정
•악성코드 대응
- 악성코드 분석
- 악성코드 대응
- 악성코드 대응 조정
어떤 서비스는 2가지 이상의 측면을 보유하고 있음

대응(Reactive)활동은 CERT의 핵심 기능으로써 손상된 호스트, 악성코드, 소프트웨어 취
약점에 대한 보고와 침입탐지시스템(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또는 침입차단시스
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등에 남겨진 로그 혹은 이벤트나 기타 요청에 의해
시작된다.
예방(Proactive)활동은 짐작되는 공격 또는 이벤트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시스템을 준
비하거나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공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에 준비해두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미래의 침해사고 감소와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보안품질관리(Security Quality Management) 활동은 침해사고대응 활동과
는 독립되어 있으며 인식제고, 훈련, 교육, 인증 등 기존에 다른 조직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서비스에 보안의 개념을 추가한 활동이다. 보안품질관리 활동은 예방의 성격이 강하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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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고 감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CERT의 모델

CERT 모델은 CERT의 인력, 자산 및 자원의 배분, 운영방식에 따라 보안팀, 내부 분산형,
내부 중앙집중형, 분산-중앙집중 결합형, 조정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보안팀(Security Team)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공식 CERT 또는 전담조직이 없으며, 시
스템,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유지보수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침해사고 대응활동은 매우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된다.
내부 분산형 CERT(Internal Distributed CERT)는 기존의 직원들을 활용하여 침해사고
대응활동을 담당하도록 공식적으로 설립된 가상의 CERT이며, 별도의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
지만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각자 맡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ERT 업무를 병행
하여 수행한다. CERT 활동을 위해 비상시로 운영되는 T/F 조직과도 같다.
내부 중앙집중형 CERT(Internal Centralized CERT)는 침해사고 대응만을 위해 전적으로
편성된 별도의 조직이다. 모니터링 요원의 경우 24시간 365일 교대근무를 수행하며
CSO(Chief Security Officer)와 같은 보안 관리자가 존재한다. 고객 또는 기업 전체에 걸친 모
든 침해사고 대응을 책임지며 대내외 연락처(Point of Contact, 이하 POC) 역할을 수행한다.
분산-중앙집중 결합형 CERT(Internal Combined Distributed and Centralized CERT)
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 기존의 직원들을 보안담당자로
활용하면서 전담 CERT팀을 두는 경우이다.
조정 CERT(Coordinating CERT)는 외부 또는 내부 조직 전체에 걸친 침해사고 대응을 조
정한다. 앞서 설명한 중앙집중형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개별 지사,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 특정 국가를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더
넓은 범위와 더 다양한 고객군을 가지고 있다. 주로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및 조정 서비스를 제
공하지만 만약 법률 또는 규정으로써 설립되었거나 인정받는 CERT의 경우 강력한 권한을 행
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 CERT 유형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CERT에서 활
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조정기능 이외에도 국가의 다양한 사이버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CERT 조직을 상기와 같이 5가지 모델로 구분하였으나 CERT를 한 가지 모델로만 명확하
게 구분 짓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조직은 앞서 설명한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에 동시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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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대표 CERT의 등장과 역할
오늘날에는 민간, 학술, 정부, 군사 기관 등에 수많은 CERT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각
자의 고객에게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모든 CERT가 국가 및 지역의 비상 대비, 재난 복구,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다만 사이버범죄 수사 지원을 위한
디지털 포렌직 및 악성코드 분석지원 등 기술적 전문지식을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는 있다.
만약 그들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상황이 다른데, 이 경우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국가차원의 조정기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의 핵심 자원과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CERT 간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다
양한 국가 및 지역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침해사고 대응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심지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다수
의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협 등을 종합하여 분석정보를 병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 국가의 사이버보안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CERT
(CERT with National Responsibility)이며 통상 국가대표 CERT(National CERT)로 부르
고 있다.
국가대표 CERT는 국가차원 혹은 정부후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설립된 경
우에는 정부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해당 정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CERT가 없을 경우, 학교 혹은 별도의 민간 CERT조직이 국가대표 CERT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국가대표 CERT의 몇 가지 예이다.
<표 2> 국가대표 CERT의 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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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명

소속기관(예산지원 기관)

형태

미국

US-CERT

국토안보부

정부

호주

CERT Australia

법무부

정부

일본

JPCERT/CC

경제산업성

비영리법인

중국

CNCERT/CC

공업정보화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

KrCERT/CC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공공기관

INTERNET & SECURITY FOCUS February 2014

FOCUS

국가대표 CERT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내의 침해사고 조정 역할이다. 하지마 그밖에
도 정부의 관심 혹은 CERT 자체의 역량수준에 따라 국가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대표 CERT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신뢰할 수 있는 POC 역할 수행
② 국가 내 사이버보안 사고의 전조 파악 및 대응을 조정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③ 국가 내 사이버 침해사고 지원
④ 침해사고, 취약점, 악성코드 분석 수행 및 후속조치
⑤ 사이버보안 지식 및 전략을 이해관계자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공유 및 조정
⑥ 수집된 취약점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 전파
⑦ 사이버 감시를 통해 상호간 및 주요 인프라,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부문에 대한 데이터,
연구내용, 대응전략, 조기경보 통지 등을 국가 간 조율
⑧ 국가 내의 조직과 기관이 침해사고 관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고
⑨ 악성코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위한 번역 서비스 및 외부 단체에서 제공하는 기타 보
안정보 제공
⑩ 해당 국가 내의 CERT 조직 인증
⑪ 웹페이지, 출간, 기타 방법 등을 통한 보안 우수사례 제공
⑫ 사이버보안 인식제고 활동
⑬ CERT간 POC 파악 및 유지
⑭ 국가를 대표하는 침해사고대응 조직으로써의 국제기구 내 사이버보안 논의 참여
⑮ 사이버보안 관련 국내외 표준화
⑯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개발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대표역할을 하는 CERT 이름 뒤에는 조정센터(CC,
Coordination Center)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필수가 아니다. 허나 타 국가에
서 조정센터의 명칭을 사용하는 CERT가 있다면 대부분은 국가를 대표하는 CERT이다. 국
내에는 1996년 7월에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CERT/CC가 유일하게 조정센터의 명
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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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국가대표 침해사고대응팀(KrCERT/CC)
KrCERT/CC는 1996년 7월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CERT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킹, DDoS 등과 같은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하며, 국내 ISP 및 민간 기업들과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국외 사이버보안 기관은 물론 FIRST, APCERT 등과 같은 협의체에서 정보 공
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25 침해사고
(’03.1.25)

1996...

2001

(한국정보보호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7.7 디도스 공격
(’09.7.7)

2009

2010

3.20 사이버공격,
6.25 사이버테러
3.4 디도스 공격
(’11.3.4)

2011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직

•해킹 . 바이러스
대응팀(팀수준)

•인터넷침해대응지원센터개소 •신규 종합상황실개소
(’10.12)
(’03.12)

업무/
대응시스템

•단순 이메일
신고/접수처리

•인터넷 망 이상징후 상시
모니터링

특징

2013

•능동적 디도스 대응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적극적 탐지)
•감염 PC 치료체계 등

•발생한 침해사고 대응에 집중 •침해사고 예방업무 강화

[그림 1] KrCERT/CC 연혁

Ⅲ. 침해사고대응 국제협의체 현황 및 동향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면서 한 국가에
서 발생된 사이버 침해사고가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또한 최
신 침해사고 정보의 공유는 물론, 국가 내 주요 기반시설 또는 더 넓은 범위의 국가 보안문제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타 국가대표 CERT와 정보를 교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CERT 간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
하고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조정(Coordination)을 신속하게 촉진하는 인프라와 메커니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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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ERT간 글로벌 협력체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 마련되었다.

1.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 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CERT/CC 신설 1년 후인 1989년에 웡크(Wank)웜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침해
사고대응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1990년 전 세계 최초
로 CERT간 협력체인 FIRST가 창설되었으며, 글로벌 규모의 CERT 간 정보공유의 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다.
FIRST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CERT간 국제협력체로 64개국 289개의 팀으로 구
성되어있다(2014년 2월 기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나 단체는 정부면 정부, 민간이면 민간
등 참여기관들의 성격이 획일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FIRST는 글로벌한 정보공유를 위
해 공공, 민간, 학교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CERT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커뮤니티
를 표방하고 있다. FIRST는 매년 6월 연례총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와는 별도로 로
컬 팀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 기술세미나(Technical Colloquia)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한다.
FIRST는 의장(Chair),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사무국(Secretariat), 회원
(Member), 협력회원, 각종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이끌며 FIRST 내
에 산재한 이슈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운영위원회는 FIRST의 운영정책 및 절차 등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이슈를 논의하며, 사무국은 FIRST 회의 및 워크숍 조정, 회원정보 관리, 행정처
리 등을 담당한다. 임기는 각각 의장 1년, 운영위원 2년이며, 10명의 운영위원 중 5명을 매년
교체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FIRST는 회원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FIRST 내부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
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CERT/CC는 1998년 6월에 국내 최초로 FIRST 회원으로 가입하
여 인포섹(Infosec-CERT, 2005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KN-CERT, 2006년), 안랩
(ASEC, 2006년), 금융보안연구원(KFCERT, 2007년), 금융결제원(KF/ISAC, 2009년), 한
국교육학술정보원(ECSC, 2011년) 등 6개 국내 기관의 가입을 후원해 준 바 있으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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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운영위원에 당선되어 활동한 바 있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
까지 프로그램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3> FIRST 운영위원회 명단
성명

소속

임기

Maarten Van Horenbeeck

Amazon

2013-2015

Margrete Raaum

UiO-CERT

2013-2015

Peter Allor

IBM

2012-2014

Chris Gibson

CERT-UK

2012-2014

Damir Rajnovic

Panasonic

2013-2015

Derrick Scholl

Juniper

2012-2014

Ken van Wyk

KRvW Associates, LLC

2013-2015

Robert Schischka

CERT.at

2012-2014

Steve Adegbite

Wells Fargo

2012-2014

Suguru Yamaguchi

JPCERT/CC

2013-2015

2.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 Asia 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2003년 설립된 APCERT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CERT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아·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APEC과는 달리 미주지역 국가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태지역네트워크 정보센터(APNIC, 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정의하는 지역에 속한 CERT만 가입이 가능하다.
APCERT의 구조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운영회원(Operational member),
후원회원(Supporting member), 사무국(Secretariat) 등으로 나뉘며 7개 운영위원이 내부
선거를 통해 각각 임기 1년의 의장(Chair) 및 부의장(Deputy Chair)을 선출한다. 국내에서
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CERT/CC가 유일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3월부터
부의장을 맡고 운영위원, 멤버십 워킹그룹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2월까지는 정회원(Full member)과 준회원(General Member) 등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되어 아태지역에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다음의 3가지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며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사이버공격은 아태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 세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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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 정부기관 위주의 APCERT 조직은 그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장에서 직
접 뛰고 있는 기업 등 외부의 신선한 영감과 자극이 필요. 3) APCERT 10주년을 맞아 빠르
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가 필요.
이러한 연유로 APCERT 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함을 감지하게 되었고, KrCERT/CC 주도
로 멤버십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1년여 간 제반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2013년 10월부터 운영회
원과 후원회원 체제의 새로운 구조가 발효되었다. APCERT는 현재 19개국 26개 CERT 팀이
회원으로 활동(’14년 1월 기준)하고 있으며 모두 운영회원으로 가입된 후원회원은 아직 없다.
<표 4> APCERT 회원명단
팀명

공식 팀 명칭

AusCERT

Austral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bdCERT

Bangladesh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소속국가
호주
방글라데시

BruCERT

Brunei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BKIS

Bach Khoa Internetwork Security Center

브루나이

CCERT

CERNE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중국

CERT-In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인도

CERT Australia

CERT Australia

호주

CNCERT/CC

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Team / Coordination
Center of China

중국

HKCERT

Hong Kong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re

ID-CERT

Indonesi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인도네시아

ID-SIRTII/CC

Indonesia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on Internet Infrastructure
Coordination Center

인도네시아

JPCERT/CC

Jap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 Coordination Center

일본

KrCERT/CC

Korea Internet Security Center, Kore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
Coordination Center

한국

MOCERT

Macau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re

MyCERT

Malays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베트남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SingCERT

Singapo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싱가포르

SLCERT

Sri Lank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스리랑카

ThaiCERT

Thai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태국

TWCERT/CC

Taiw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 Coordination Center

대만

TWNCERT

Taiwan National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VNCERT

Vietnam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BDCERT

Bangladesh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MonCIRT

Mongolian Cyber Incident Response Team

mmCERT

Myanmar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대만
베트남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TechCERT

TechCERT

스리랑카

NCSC

New Zealand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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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원 명단과 임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5> APCERT 임원명단
보직명

팀명

국가

임기

운영위원

CERT Australia

호주

’12. 3 ~ ’14. 3

운영위원

CNCERT/CC

중국

’13. 3 ~ ’15. 3

운영위원

ID-SIRTII/CC

인도네시아

’12. 3 ~ ’14. 3

의장/운영위원

JPCERT/CC

일본

’13. 3 ~ ’15. 3

부의장/운영위원

KrCERT/CC

한국

’12. 3 ~ ’14. 3

운영위원

MOCERT

마카오

’13. 3 ~ ’15. 3

운영위원

MyCERT

말레이시아

’13. 3 ~ ’15. 3

APCERT는 협의체 운영 및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APCERT 워킹그룹
워킹그룹명

내용

간사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회원들간 정보공유 강화연구

CNCERT/CC

멤버십(Membership)

멤버십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해결

KrCERT/CC

운영규정(Operational Framework)

운영규정 변경

정책, 절차 및 거버넌스
(Policy, Procedure and Governance)

APCERT 조직 내 운영관련 프로세스,
정책, 절차 등 연구

CERT Australia

쓰바메(Tsubame)

아태지역 내 모니터링 이상징후 탐지

JPCERT/CC

HKCERT

3. 국 가대표 침해사고대응팀 연례회의(Annual CSIRT meeting with National
Responsibility)
2006년 CERT/CC 주관으로 최초 개최된 국가대표 침해사고대응팀 연례회의(이하 국가대표
CERT회의)는 FIRST 연례총회 및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기간의 주말 이틀간 개최된다.
FIRST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CERT들이 모인 대규모 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토론이 부재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대표 침해사고대응팀 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CERT/CC는 선별한 국가대표 CERT들을 개별 접촉을 통해 초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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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가대표 CERT회의는 사전에 초청 및 승인된 팀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FIRST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며 대규모 주요 침해사고, 정보공유 방안,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침해사고 대응관련 사업, 침해사고 대응체계, 신생 국가대표 CERT 소개 등 주로국가차
원의 CERT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 참가기관은 매년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기관별 2
명으로 참석이 제한되어 있다. 2013년의 경우 39개국 46개 기관에서 참석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CERT/CC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KN-CERT
가 매년 초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rCERT/CC는 2013년 태국 방콕에서 6.22~23
간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좌장 및 프로그램 위원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2014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6.28~29간 개최 예정이다. 장소는 FIRST 컨퍼런스와 동일하다.

4. 이슬람국가연합 침해사고대응팀 협의회(OIC-CERT,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2005년 6월 이슬람 개발은행(IDB, Islamic Development Bank) 연례회의에서 OIC 국가
간 CERT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말레이시아(Cybersecurity Malaysia), 튀
니지(National Agency for Computer Security), 나이지리아(Consultancy Support
Services), 파키스탄(National Response Center for Cyber Crimes), 사우디아라비아
(Communications &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아랍에미레이트(University
of Sharjah) 등 6개국의 6개 기관을 창립멤버로 하여 결성되었다. 현재는 19개국 29개 기관
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대 기관으로 발전했으며, 매년 4분기에 연례총회 및 컨퍼런스
(2월 기준)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OIC-CERT는 2009년 5월 시리아에서 개최된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의 소속기관으로 승인되어 국제기구로 그 성격이 변경되었다.

Ⅳ. 결론
현재 국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CERT/CC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국제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정부,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 및 개인들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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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겹겹이 쌓아둔 탓에 많은 공격들이 사전에 발견되고 차단되고 있지만, 국외에서 발견되
거나 유입되는 다양한 취약점, 악성코드 등을 통한 공격 시도들이 여전히 KrCERT/CC로 신
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처리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 CERT간 사전공조를 통해 삼일절,
광복절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 공동대응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
은 방법은 신속한 정보공유이다. 이것이 악성행위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며 예방을 위한 가
장 좋은 방법이다.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기관 간 신뢰를 쌓아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MOU 등의 협약도 있지만,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기관 실무자 간 우호관계 구축이다. 이러
한 기관 실무자 간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CERT간 만남의 장이며 조직화 된
것이 FIRST, APCERT와 같은 CERT간 지역 혹은 글로벌 협의체이다.
사이버보안, 특히 CERT 조직의 문화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해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
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CERT들이 매년 국제협의체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에 모여들고 있으며 침해사고 최신정보 수집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리도
이러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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