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브리핑

싱가포르 정부, 사이버 감시센터(CWC) 기능
확대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정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를 통해
국가 IT 보안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발표
▶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IDA 고등교육 부문의 사이버보안 전문 교수를 늘리는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할 예정

싱가포르 정부, 사이버위협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역량 강화에 주력
▒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1) 은 국가 IT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
• 싱가포르 정보통신부의 야콥 이브라힘(Yaacob Ibrahim) 장관은 IDA가 개최한 정보통신 보안
세미나(Infocomm Security Seminar)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감시센터2) 의 감시 범위를
넓히고 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발표(’14.8.26)
• 사이버보안 감시센터의 기능 가운데 외부 위협에 대한 감시 및 분석 역량을 ’15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 특히, 온라인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접속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파일 유통이나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 트래픽 상에서 승인되지 않은 변화나 활동을 추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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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계획

1)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IDA
2) Cyber-Watch Centre, CWC: 싱가포르 국가 주요 공공 IT 인프라의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설립(’07)되었으며, 현재 IDA 관리 하에
운영 중

싱가포르 정부, 사이버 감시센터(CWC) 기능 확대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 야콥 장관은 최근 정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
• 싱가포르에서는 국제 해킹 그룹인 어나니머스(Anonymous)와 ‘메시아(The Messiah)’라는
이름의 해커가 정부 및 국가 주요 조직의 웹사이트를 변조하거나 접속을 차단시키는 등의
사이버공격을 가함에 따라 다양한 피해가 속출(’13)
• 싱가포르 당국은 ‘메시아’로 활동해왔던 인도 출신의 해커 제임스 라지(Jamesa Raj)를 체포

(’13.11)하였으며, 라지가 감행한 정부 대상 사이버공격이 무려 162건에 달한다고 발표
• 네트워크 보안 전문기업 파이어아이(FireEye)에 따르면, ’13년도 싱가포르의 지능형 지속공격

(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 발생률이 42%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7번째로 높은
상황이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5%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공격의 주요 대상국에
포함되는 상황

▒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보안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관련 사안의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이버위협 감시기관도 신설할 예정
•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보안국장(Chief Informationa Security Officers)이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 각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등의
임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할 방침
• 아울러 IDA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고 위협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운영 제어 센터3) 를 설립할 계획

싱가포르 정부,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
▒ 한편, 야콥 장관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전문 인력풀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

3) Monitoring and Operations Control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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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안 운영, 보안 엔지니어링 및 기술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가장

•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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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엔지니어링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문의 ICT 전문가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IDA는 고등교육 부문의 사이버보안 전문 교수를 늘리고 역량을 갖춘 ICT 전문가 및
연구원들을 확충하는 등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수행할 방침
•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국립 기술 대학4) 은 ’15년 9월부터 정보보안 전공 학과를 정식으로 개설할 예정
• 또한, 난영 기술 대학5) , 싱가포르 폴리테크닉6) , 테마섹 폴리테크닉7) 등을 포함한 9개 고등교육
기관들에서도 관련 학과 프로그램이 개설될 계획
▒ ’15년부터 IDA는 국립 연구 재단8) 과 함께 사이버보안 관련 대학원 진학자들에게 공부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지급할 방침
• IDA와 NRF 측은 약 30명 이상의 지원자를 선발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구축해 이러한 인재들의 실무 역량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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