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개요 및 이행 현황 분석
2013년 2월 12일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사이버공격 및 테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36 -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이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도입,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행정명령은 주요 기반시설이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행정명령 발동 후 만 1년이 지난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은 행정명령을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 전반이 수용할 수
있는 표준 수립을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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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개요 및
이행 현황 분석

1.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의 배경과 개요
▒ 2013년 2월 12일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사이버공격 및 테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1) 을 발동
• 최근 주요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빈번히 이뤄지고 이로
인해 국가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이에 맞서, 미국 행정부는 시설 및 기관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사고 대응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관련 정부기관에 사이버보안 관련 심층 연구조사를 비롯해 보안 강화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관련 예산 확충 등을 도모할 계획

▒ 행정명령은 크게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도입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구분
• 주요 기반시설별 관할 정부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로 사이버위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체 기반시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의 표준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시
•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각 기관별 자발적인 정책 수립을 촉진하며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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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

1) Executive Order 13636 -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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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추진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2013년 3월과 11월에 걸쳐 행정명령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
• 해당 연구보고서 ‘2013 사이버보안 행정명령: 개괄 및 의회 고려사항(The 2013 Cybersecurity

Executive Order: Overview and Considerations for Congress)’은 최근 급증한 사이버위협의
유형과 그로 인해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피고, 행정명령의 의미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

●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지시사항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생활 및 시민자유 보호

(Privacy and Civil
Liberties Protection)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도입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위협 감소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

(Baseline Framework
to Reduce Cyber Risk to
Critical Infrastructure)
프레임워크 도입

(Adoption of Framework)
자발적인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수립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
추진

(Voluntary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Program)
주요 기반시설 고위험군 선별

(Identifica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at Greatest Risk)
컨설팅 프로세스 구축

(Consultative Process)

•정보 공유 프로세스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조사
•시민자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국 립 표 준 기 술 연 구 소 의 주 도 하 에 주 요 기 반 시 설 을 위 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표준, 방법론, 구축 단계 및
절차 등을 설정
•프레임워크 구축 시 실제 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의견 수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확정을 위해 각 정부기관의 검토 수행
•프레임워크 최종 발간 후 주요 기반시설별 제도적 요구사항이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개선 추진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가 확정된 후 이를 기반으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 계획 추진
•각 주무부처는 프로그램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시설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
•재무부와 상무부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수립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에 사회적·경제적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주요 기반시설을 주기적으로 선별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도입 시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주요
기반시설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각 주무부처에서
컨설팅 지원
출처: 미국 백악관(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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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정부기관과 민간부문간 정보 공유를 통해 풍부한 데이터 확보,
사이버보안 대응 효과 개선 도모
•국토안보부를 주축으로, 주요 기반시설 운영사업자간 정보 공유
및 관리 프로세스 확립 및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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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행정명령 발동 직후인 3월 보고서에서는 행정명령의 항목별 구체적인 지시사항 이행 방향 및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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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의 관련성 등을 정리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목적
• 11월 보고서에서는 추가로 현재까지의 행정명령 이행 진척상황을 추가 파악하고자 각 항목별
지시사항의 기한 및 추진현황을 정리했으며,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 등 반대여론도 살핌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

2.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절차
2.1.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미국 의회는 행정명령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공유가 보안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정보 공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보 사용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 논란, 공유된 정보의 오남용 우려, 독점적
정보에 대한 보호, 정보 독점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 정보 활용으로 인한 신뢰도 비용2)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목
• 한편, 대다수 정부기관은 기관 내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3) 또는 국토안보부4) 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에 참여하게 되며, 화학, 전기, 금융, 운송 등 소수의 기반시설 분야만이
이를 의무화

▒ 미국은 과거 2011 년 5 월 국가정보부 5) 와 국방부 6) 를 주축으로 다수의 민간 방위산업체들이
협력 하에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프로그램인 ‘방위산업시설 사이버 파일럿(DIB7)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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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을 수립한 상태

2) 신뢰도 비용(Reputation Cost): 기업 및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명성이나 평판이 타격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비용 전반을 일컫는 용어

3)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s, ISACs
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5)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6) Department of Defense, DoD
7) Defense Industrial Base의 약자로, 국토안보부가 규정한 주요 기반시설 부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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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2년 5월 DoD는 ‘방위산업시설 사이버보안/정보 보증(DIB Cybersecurity/Information

Assurance)’ 프로그램을 수립해 기존 파일럿 프로그램을 방위산업체 전반으로 확대
• 한편, ‘방위산업시설 사이버 파일럿’ 프로그램은 2012년 1월 국토안보부에 의해 방위산업체 외의
다른 주요 기반시설까지 영역을 확장한 ‘조인트 사이버보안 서비스 파일럿(Joint Cybersecurity

Services Pilot)’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며, 2012년 7월 국토안보부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고
현재까지 추진 중8)
• 사실상 행정명령은 기존 방위산업체에만 해당하던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을 주요
기반시설 분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국토안보부의 업무를 강화하는 목적을 내포
• 또 정보 공유의 범위를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과 관련된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작업도 포함

2.2.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도입
▒ 정보 공유 이상의 보안 강화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영역별로 사이버보안 강화가 규제 하에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와 업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효율 문제가 대두
• 행정명령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표준화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우선시
• 때문에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행정명령의 지시사항 중에서도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후속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도입과 같은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 특히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행정명령의 지시사항 중 가장 노동집약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새로운
업계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 간주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위한 연구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 9) 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행정명령은 프레임워크 초안이 마련된 후 각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발간하도록 지시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외에도 국토안보부 장관과 주요 기반시설별 주무부처 및 규제기관이

주요 기반시설로 영역을 확대

9)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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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3년 1월 국토안보부는 프로그램명을 ‘향상된 사이버보안 서비스(Enhance Cybersecurity Services, ECS)’로 변경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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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 개발에 협력

• 다만 행정명령은 프레임워크의 수립 및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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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자발적인 사이버보안 강화를 지원하는 것만을 목표로 설정

2.3.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행정명령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가 확정된 후에는 각 기관별로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구체적인
보안 강화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도록 요구
• 프로그램의 추진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주요 기반시설별 각 주무부처는 부처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추진 현황을 연례 보고토록 함으로써 다소간 강제력을 부여
• 민간영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 주무부처는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해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와 상무부에는 해당 인센티브의 필요성과 기회 요인을
분석한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

▒ 상기한 주요 업무 지시사항 외에 행정명령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조달 확보 및 계약 업무 제안을
비롯한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한 부가 지시사항을 명시
• 국방부와 연방조달청10) 에 조달 확보 및 계약 업무에 표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도입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
• 각 주무부처에는 주요 기반시설 및 관련 민간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 업무를 통해 표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요구
• 국토안보부에는 지속적인 정보 관리와 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주요 기반시설 중 특히
사이버공격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관련 사항을 연례 보고하도록 의무화11)
• 국토안보부에는 추가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해 현행 법규에 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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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및 시민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예측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

10)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11) 다만 고위험군 선별 시 상업적인 IT 산업 분야나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개요 및 이행 현황 분석

3.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 이행 현황 및 평가
3.1. 행정명령 지시사항 수행기한 및 이행 현황
▒ 2013 년 2 월 발동된 행정명령의 각 지시사항은 수행기한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시사항이 기한 내 이행 완료된 것으로 파악
• 행정명령 발동 후 120일 이내로(2013년 6월까지) ▲공개된 사이버보안 위협 보고서 작성 지침
마련 ▲ECS 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한 절차 마련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안 ▲조달
확보 및 계약 업무 제안 등을 완수하도록 명시
• 150일 이내로(2013년 7월까지) 주요 기반시설 고위험군 선별을 완수해야 하며, 해당 업무는 연례
보고를 통해 갱신하도록 명시
• 240일 이내로(2013년 10월까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초안 제출을 명시
• 1 년 이내로 (2014 년 2 월까지 ) ▲사생활 및 시민자유 보호 관련 보고서 발간 ( 매년 갱신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최종안 확정 등을 명시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최종안이 발표된 후 90일 이내로(2014년 5월까지) ▲프레임워크 추진과
관련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보고 ▲부가적인 위기 경감을 위한 업무 제안 등을 명시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최종안이 발표된 후 2년 이내로(2016년 2월까지) 실제 도입 시 부담이 큰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명시
• 지시사항의 이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안보부이며, 여기에 각 지시사항의
성격별로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프레임워크 개발 이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
• 실질적인 프레임워크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요 기반시설별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대다수는 표준 프레임워크 최종안이 확정된 후부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 2014년 3월 기준으로 기한 내 이행해야 하는 대부분의 지시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
• 다만 2월까지 민간 공개 보고서로 발간되어야 하는 사생활 및 시민자유 보호 관련 보고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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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안 관련 이행 현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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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는 행정명령의 지시사항 중 특히 중요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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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나, 국토안보부에서 공개하는 사생활 보호 관련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축이 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행정명령의 최종 목표 달성에 있어

심층 보고서

핵심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초안 발표 후 각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정도로 신중을 기한 것이 특징
• 프레임워크 마련 후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제도 마련이 목적인
인센티브 제안은 무엇보다 행정명령이 법제도를 통한 강제적 이행이 아닌 공공 및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요소로 평가
● 행정명령 관련 부처별 지시사항 이행 현황
연도

2013

2014

2016

추진 내용

담당부처

공개된 사이버보안 위협 보고서 작성 지침 마련

국토안보부(DHS),법무부(DoJ),
국가정보국(NI)

정보 공유 관련 ECS 프로그램의 범위 확장을 위한 절차 마련

국토안보부(DHS)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안

국토안보부(DHS),상무부(DoC),
재무부(DoT)

조달 확보 및 게약 업무 제안

국방부(DoD),연방조달청(GSA)

주요 기반시설 고위험군 선별 (매년 갱신)

국토안보부(DHS)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초안 제출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최종안 확정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사생활 및 시민자유 보호 관련 보고서 발간 (매년 갱신)

국토안보부(DHS)

프레임워크 추진과 관련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보고

주요 기반시설별 주무부처

부가적인 위기 경감을 위한 업무 제안

주요 기반시설별 주무부처

실제 도입 시 부담이 큰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보고

주요 기반시설별 주무부처
출처: 미국 백악관(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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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 동향
▒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지시사항에 따라 2013년 10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초안을 제출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내외부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적인
활동을 분류 및 체계화하는 데 초점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개요 및 이행 현황 분석

• 이를 통해 개별 사이버보안 리스크 감소를 위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적, 사업적, 기술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프레임워크 초안 발표 후 45일 동안 정부기관 및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2월 최종 프레임워크를 발표
• 프레임워크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총 4회에 걸친 사이버보안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3,000명 이상의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의 의견을 확보
• 이 같은 노력은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가 IT 업계의 산업 표준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코어 (Framework Core) ’, ‘프레임워크 도입
단계(Framework Implementation Tier)’, ‘프레임워크 프로필(Framework Profile)’의 세
부분으로 구성
• 프레임워크 코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사이버보안 관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이버보안 관련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
• 프레임워크 도입 단계는 리스크의 단계별 각 조직의 대응 수준을 맥락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방법을 사전에 고려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 프레임워크 프로필은 앞서 코어에서 분류된 활동별로 각 조직의 보유 역량과 리스크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목표 역량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

▒ 프레임워크 코어는 사이버보안 활동을 크게 5개 기능(function)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마다 세부
활동 카테고리를 분류함으로써 전체 사이버보안 활동의 형태와 활동의 결과를 파악하기 쉽게 정리
• 코어의 5 개 기능은 식별 (Identify) , 보호 (Protect) , 감지 (Detect) , 대응 (Respond) ,
복구(Recover) 등으로 구성
• 기능의 하위 카테고리에서 구체적인 사이버보안 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적용되는 기술표준 및 법제도 정보가 레퍼런스로 제시

활동의 수준이 달라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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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가능

www.kisa.or.kr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며, 다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후 복구

13

• 각 코어에서 명시된 사이버보안 활동은 단계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코어 구조
기능

심층 보고서

기능 약자

카테고리

활동 설명

자산 관리

인력, 데이터, 장비, 시스템, 설비 등 주요 기반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관리

(Asset Management)
사업 환경

ID

식별

(Identify)

(Business Environment)

주요 기반시설의 목적과 이해관계의 우선순위 등 보안 활동에
있어 의사결정의 근거 정보 수집

거버넌스 (Governance)

사이버보안 활동 추진과 관련된 법규, 절차 등 제도적 기반 확보

리스크 평가

(Risk Assessment)
리스크 관리 전략

주요 기반시설이 인지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리스크 분석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 정보를 토대로 수립된 리스크 관리

(Risk Managenemt Strategy) 의사결정 수행
접근 제어 (Access Control)
경계 및 훈련

(Awareness and Training)

주요 기반시설의 각종 자원에 대한 접근권한 결정
주요 기반시설의 인력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활동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 제공

데이터 보호 (Data Security) 리스크 전략에 의거해 보유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체계 수립

PR

보호

(Protect)

정보보호 추진 절차

유지 (Maintenance)
보호 기술

(Protective Technology)
변칙 상황 감지

(Anomalies and Events)
DE

보안 정책 및 추진 절차 등을 유지하고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Information Protection
위한 시스템 마련
Processes and Procedures)

감지

지속적인 보안 모니터링

(Detect)

(Security Continuous
Monitoring)

정책 및 절차 등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체계의 지속성 확보
기술적 보안 솔루션 도입을 통한 사이버보안 강화 도모
비정상적인 사건을 인지하고 잠재적인 파급력 확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련 사건을 식별하고
보호 수단의 유효성 판단

감지 절차 (Detect Processes) 변칙 상황 감지에 있어 적합한 감지 절차 수립
대응 계획 (Respond Planning) 적합한 절차에 따른 사고 대응 전략 추진
커뮤니케이션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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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대응

(Communications)
분석 (Analysis)

복구

(Recover)

적합한 대응 활동 및 복구 활동 수행을 위한 성과 분석

피해 경감 (Mitigation)

보안 사고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활동 수행

개선 (Improvements)

사후 감지 활동 및 대응 활동의 향상을 위한 반성

복구 계획

RC

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활동 수행

(Recovery Planning)
개선 (Improvements)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s)

적합한 절차에 따른 사후 복구 전략 추진
복구 활동의 향상을 위한 반성
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복구 활동 수행
출처: NIST(2014.2)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개요 및 이행 현황 분석

• 사이버보안 리스크에 대한 인지 수준은 크게 ▲부분적(Partial) ▲리스크 인지(Risk Informed)
▲반복적 리스크 (Repeatable) ▲적응 (Adaptive) 등 4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활동 내용과 범위 제시
• 전체 사이버보안 활동을 ▲리스크 관리 절차(Risk Management Process) ▲통합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Integrated Risk Management Program) ▲외부 참여(External 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활동의 변화 양상을 분석 비교
• 이처럼 리스크 인지 수준별 예방 및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작업은 실제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 자원이나 역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여할 전망

▒ 프레임워크 프로필은 주요 기반시설이 기보유한 사이버보안 활동 관련 역량과 향후 보안 개선을 위해
목표로 하는 수준의 역량을 비교함으로써 개선점을 발견하고 실제 행동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시 해당 프로필에 근거해 목표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 대표 성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

▒ 마지막으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프레임워크의 도입에 있어 각각의 업무 단위(Levels) 간의
유기적인 정보 교류가 필수임을 강조
• 관리 단위 (Executive) , 실무 단위 (Business/Process) , 운영 단위 (Implementation/

Operations)는 서로 다른 목표와 업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입장
• 관리 단위에서는 사이버보안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실무 단위가
관리하는 프레임워크 프로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역으로 실무 단위에서는 관리 단위의
결정사항에 따라 프로필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
• 운영 단위에서는 프레임워크 프로필에 근거해 실제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하며, 운영 중 포착되는
새로운 위협이나 리스크, 운영상 추가로 요구되는 자산 등을 실무 단위에 보고함으로써 시스템
개선을 요구

부분을 인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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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워크 코어에서 명시된 사이버보안 활동에 근거해 기존 시스템에서 누락되었거나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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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주요 기반시설이 프레임워크를 일종의 산업 표준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 프레임워크 도입 단계에 근거해 사이버보안 강화 프로그램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심층 보고서

바탕으로 프레임워크 프로필을 작성하여 목표 프로필과 현재 프로필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제 보안
강화를 위한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적 절차를 제시
• 한편,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정보 교류로 인한 사생활 및
시민자유 침해 가능성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강조했으며,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있어 각
사이버보안 활동별 지침을 제시해 부주의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하도록 유도

●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도입 관련 각 업무 단위간의 정보 흐름 관계도

리스크 관리
관리 단위(Executive Level)
초점: 운영 상의 리스크
역할: 리스크의 우선순위 결정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 변화 보고

실무 단위

(Business/
Process Level)

과제 우선순위,
리스크 선호도, 예산 결정

초점: 주요 기반시설 리스크 관리
역할: 프로필 설정, 예산 배치

자산, 취약점,위협에 따른
도입 프로세스 변화 보고

운영 단위

프레임워크 프로필 지시

(Implementation/Operations)
초점: 주요 기반시설 보안
역할: 프로필 도입

도입
출처: NIST(2014.2)

▒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최종안 발표 직후 행정명령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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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의 진화를 도모
• 프레임워크의 미래 공신력 증진을 위해 공공 영역의 참여를 강화
• 개발, 연대, 협력 범위 확장을 통한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촉진하며, 여기에는 ▲프레임워크의 인증
제도화 ▲정보 공유 자동화 ▲실제 도입 성과분석 ▲사이버보안 전담팀 ▲데이터 분석 ▲연방
정부와의 연대 ▲국제 사회와의 연대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 ▲사생활 보호 기술 표준 등이 포함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개요 및 이행 현황 분석

3.3. 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안
▒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과는 별도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재무부는
개별적으로 프레임워크의 실질적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안을 보고
• 국토안보부의 제안은 기존 사이버보안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분석조사에서부터 출발해, 새로
제안할 인센티브의 효과와 효율성,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인센티브
제안에 있어 프레임워크 도입에 따른 이득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마이크로경제 모델을 제시
• 상무부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유형별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인센티브의 도입과 관련해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을 설명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정리
• 재무부는 사이버보안 관련 인센티브가 지닌 특징적인 부분에 주목해, 실제 인센티브 도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장애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

▒ 국토안보부는 기존 사이버보안 관련 인센티브의 보완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춰 총 12 종의
인센티브를 제안
• 비밀 취급 인가(Expedited Security Clearance Process)는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주요
기반시설 직원에 대해 보안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나, 국토안보부는 이미 프레임워크
도입과는 무관하게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해당
항목을 제거
• 기금(Grants)은 직접적인 자금 투자를 통해 사이버보안 제품 및 서비스 구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현행 유지를 결정
• 사이버보안의 비용 회수 기준 포함(Include Cybersecurity in Rate Base)은 사이버보안 관련
투자에 있어 투자비용의 회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가격 규제가 이뤄지는 산업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
•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는 행정명령에 동일 지시사항이 있는 관계로 제거

12) 보험 요구사항, 채무 보증 및 제도적 이익(Bundled Insurance Requirements, Liability Protections and Leg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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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Insurance), 채무 보증 및 제도적 이익(Liability Consideration and Legal Benefits),

• 이 외에 우선적 기술 지원(Prioritized Technical Assistance), 조달 지원(Procurement

심층 보고서

Considerations), 공공 승인(Public Recognition), 보안 명세(Security Disclosure), 정보
보안 규제 완화(Streamline Information Security Regulation), 보조금 지원(Subsidies),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등은 현행 유지
▒ 상무부는 총 8종의 유형별 인센티브를 제안
• 보험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방안 및 성공사례 홍보(Partner with the

Insurance Industry in Promoting Effective Cybersecurity Measures and Best
Practices)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확보를 통해 보안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진할 전망
• 사이버보안 취약점에 대한 책임 제한(Limiting Liability for Cybersecurity Breaches)은 불법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보안 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드러난 리스크와 취약점에 대해 담당자의
책무를 경감시키자는 취지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
• 연방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도입 촉진 (Promoting Adoption of the Program through

Federal Grants)은 일반적인 기금 지원형 인센티브로, 상무부는 백악관이 사이버보안 관련 기금
조성에 있어 가이드를 제시하기를 기대
• 혁신 센터 및 연구 협력체제 구축 (Innovation Centers & Research Cooperatives) 은
프레임워크 도입과 관련해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역할이 강조되는 영역
• 정보보호 외 관련 정부 규제 완화 (Streamlining Information Security Regulations

and Other Government Processes)는 기존 규제 체계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프레임워크의 자발적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
• 연방 조달 고려(Federal Procurement Considerations)는 연방조달청(GSA)의 사이버보안
관련 조달 업무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프레임워크 도입을 한층 가속화하려는 취지인데, 이와 관련해

DoD와 GSA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제도상의 수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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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는 현행대로 추진
• 상무부는 추가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앞서 제안된 인센티브의 승인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 특정 영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안

▒ 재무부는 인센티브 제안에 있어 각 인센티브별로 도입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고려
• 업계 전반에 팽배한 사이버보안 등 IT 관련 투자 감소는 프레임워크 도입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개요 및 이행 현황 분석

•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모든 정보가 원활히 교류하지 못하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
• 부처간 협력 실패 역시 중대 장애요인 중 하나로, 특히 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인센티브의
도입 확산에 있어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 제기
• 관행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방해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치명적
• 특히 기금 지원 및 세금 인센티브에 있어 도덕적 해이 현상은 항시 경계
• 사이버보안 강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인센티브의 도입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

4. 결론 및 시사점
▒ 행정명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주요
정부기관 및 주무부처의 역할을 강조하는 지시사항을 포함
• 특히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국가 전반에 걸쳐 경제적·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 예방에서부터 사후 복구에 이르기까지 사이버보안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의 구축을 추구
• 이를 위해 기존 업계의 사이버보안 체계 및 관련 법제도를 심층 조사해 일종의 산업 표준인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주요 기반시설 및 주무부처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초점

▒ 그러나 행정명령은 국가 주도적인 사이버보안 강화 행보임에도, 제도를 통한 강제적인 프레임워크
도입은 지양하고, 주요 기반시설 민간운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목
• 이는 대부분의 주요 기반시설이 공기업이 아닌 민간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미국의 시장지향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에 의한 강제적인 집행은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오히려

기존 사이버보안 시스템과 관련 기술 표준, 주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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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의 핵심 목표로 꼽히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는 특히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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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고 이들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 온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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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행정명령의 각 지시사항 이행 과정에서도 담당기관들은 항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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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관측

• 프레임워크는 대부분의 사이버보안 활동을 망라함으로써 주요 기반시설이 기보유한 시스템을

심층 보고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사이버보안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면 사실상 어디에서든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의 기준을 제시
• 초안 발표 후 다수의 기업 및 단체, 개인의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실상의 산업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 각 정부기관이 제안한 인센티브 역시 새로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하는 것을 추구
• 제도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의 재활용 또는 약간의 수정만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제도는
통폐합함으로써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도입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
• 국토안보부, 상무부, 재무부 등 역할이 서로 다른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제안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지원책을 모색한 것도 주목할 사항

▒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명령은 모든 산업 영역을 망라하는 통합적인 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각
정부기관이 유기적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국내 정부가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각 산업 영역별로 사이버보안 환경이 천차만별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 대응에만 급급한
정책과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업계의 반발만을 유발
• 미국의 행정명령과 같이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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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주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의 개요 및 이행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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