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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주요 기반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규모 훈련 실시
모의 훈련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 항시 대응 체계 구축 강화

▶ 일본 정부가 총 21개 부처와 10개 분야의 인프라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최초의 대규모 사이버 보안 훈련 ‘3.18
훈련’ 실시
▶ ‘3.18 훈련’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일본의 대응 체계 점검을 비롯해,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이루어지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 일본 외에도 사이버 보안 훈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형태 역시 전문화·다양화 되고 있음은 물론
국제 공조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대규모화되고 있는 추세
▶ 힌편 모의 훈련 외에도 사이버 부대 규모 확충, 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기구 설치 등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

Ⅰ. 일본 정부의 사이버 보안 훈련 개요
▒ 일본 정부가 주요 공공 기관 및 전기, 가스, 철도 등 주요 기반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14.3.18)
• ‘3.18 훈련(3.18 訓練)’으로 명명된 해당 모의 훈련은 총 21개 부처와 10개 분야의 인프라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최초의 대규모 사이버 보안 훈련
• 참 가 인 원 은 약 100 여 명 으 로 ▲ 각 정 부 부 처 보 안 담 당 자

▲ 정 보 보 안 긴 급 지 원 팀 1)

▲국가정보보안센터2) 직원 ▲인프라 관련 사업체 내 보안 담당자 등으로 구성

2)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 NISC. 일본의 정보 보안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및 정부 기관의 보안 대책 추진,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전담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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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yber Incident Mobile Assistant Team, CIMAT. 일본 내 각 정부 부처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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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3.18 훈련’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의 점검은 물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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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격을 감지한 특정 부처 및 시설 관계자는 국가정보보안센터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국가정보보안센터는 이를 다시 유관 기관 관리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범국가적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훈련이 진행
• 이는 특정 부처나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유사한 기능이나 인프라를 보유한 타
기관 등에 동일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

▒ ‘3.18 훈련’은 모의 공격에 있어 보다 최신 사이버 공격 방식을 상정하고 훈련을 진행
• 이번 훈련에서는 공격 대상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시킨 후 잠복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워터링 홀(Watering Hole)’ 방식을 활용
• ‘워터링 홀’은 2013 년 4 월 미국 핵 에너지 시설 관계자들이 주로 접속하는 미국 노동부 3) 의
웹사이트 공격에 이용되는 등4)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사이버 공격 방식

▒ 국가정보보안센터는 향후 ‘3.18 훈련’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이에 따라 ‘3.18 훈련’은 일본의 정기적인 사이버 보안 태세 점검 절차로서 자리매김 할 전망

Ⅱ.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보안 훈련 실시 현황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범국가적 훈련 실시는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대비 훈련
훈련 내용

미국

• 국토안보부5)의 주도로 2006년부터 사이버 테러 대응 훈련인 ‘사이버 스톰
훈련(Cyber Storm Exercise)’을 2년 단위로 실시 중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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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국가

3) Department of Labor, DoL
4) 사용자가 노동부 사이트 접속 시 시스템 정보 탈취와 원격 코드가 실행되도록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이 설치
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6) 전력, 통신, 교통 등 주요 국가기반 시설을 공격한 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대응 속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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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연합

영국

• 최근 29개 회원국 및 200여 개 조직과 400명 이상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이버 보안 훈련 ‘CE 2014’를 수행(‘14.4.28)
• 2010년과 2012년 수행한 사이버 보안 훈련 대비 ‘CE 2014’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2014년 이내에 추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 자국 내 공공분야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독자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14.2.6)
출처 : Cabinet Office(2014.4)

▒ 특히,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금융, 의료 등의 산업 영역에서는 민관 합동 형태의 사이버
보안 훈련이 진행
• 런던의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관련 공무원 100여 명은 결제 및 증권 시스템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훈련 ‘웨이킹 샤크 II(Waking Shark II)’를 실시(‘13.11.12)
• 미국 금융권 역시 해커들의 증권거래소 시스템 침투를 막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테스트하기 위해 50개의 금융 기업과 정부 기관 및 5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 모의
훈련 ‘퀀텀 돈 2(Quantum Dawn 2)’를 실시(‘13.7.18)
• 미국건강정보신뢰협회8) 의 주도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
‘사이버 RX(Cyber RX)’가 미국 내에서 진행(‘14.3)

▒ 국내 역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형태의 대규모 모의 훈련을 매년 실시 중
• 한국인터넷진흥원 9) 은 아시아·태평양, 중동지역 등 20 개국 24 개 침해사고대응팀 10) 과 함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국제공동 모의훈련을 실시(‘14.2.20)
•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11) 주도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시나리오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 또한 최신 사이버공격 트렌드를 반영해 안드로이드 기반 악성앱 분석, 국외기관과의 악성 IP

9)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10)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 CERT
11) Asia-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APCERT. 아·태지역 국가 대표 침해사고대응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19개국 26개 팀으로 구성

/

8) The Health Information Trust Alliance, HI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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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등이 훈련내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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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이버 보안 훈련 실시의 특징과 의의
▒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대비 훈련은 그 형태가 보다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음
• 효과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정 산업 영역별로 최적화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이 확산 중

▒ 단순 모의 훈련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통한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
• 일본 정부의 경우 유럽 연합과 함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회의인 ‘EU-일본 사이버 대화’(EU-Japan Cyber Dialogue)‘ 창설에 합의(‘14.5.5)
• 미국 역시 2013년 10월 ‘美·日 안전 보장 협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협력 관계 촉진을 약속

▒ 모의 훈련을 통해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상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도 강화
• 척 헤겔 (Chuck Hagel) 미국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까지 미국의 사이버 부대 규모를 현재의 1,800명에서 2016년 6,000 명까지 늘린다고
발표(‘14.3.28)
• 영국 정부는 외부 공격에 대해 영국의 핵심 시스템을 방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격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 예비군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13.10.21)
• 일본 방위성(防衛省) 역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부대인 ‘사이버
방위대(サイバー防衛隊)’ 출범(‘14.3.25)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 훈련 실시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움직임은

Internet & Security Bimonthly

38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전 대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상정
• 특히 사이버 공격이 보다 고도화·복잡화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훈련의 세분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사이버 보안이 더 이상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공통된 시스템 플랫폼
사용으로 국가 간 보안 취약점 역시 유사하다는 점에서 국제 공조 방식의 모의 훈련이나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 형성 역시 활발히 진행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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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훈련과 같은 수동적 방어 대책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물리적 대응 등 능동적 방어
전략 수립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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