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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중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발적 노력과 교육 활동의 중요성 강조

▶ 영국 범죄수사국에 따르면, 영국 성인들의 10명 중 4명은 온라인 보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 내 사이버보안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 영국 정부는 최근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사이버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 영국 범죄수사국은 국민들에게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련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사이버 상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본부는 청소년 사이버보안 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안 관련 경진대회 ‘사이버
센추리온’을 개최할 예정

Ⅰ. 영국 국민들의 사이버보안 의식 제고의 필요성 제기
▒ 영국 범죄수사국1) 이 발표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영국 내 18~44세
성인 중 41%는 온라인 상 보안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14.8.13)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37%)이 남성(18%)에 비해 보안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보안 SW의 기능을 꺼둔다는 응답도 각각

37%와 13%로 나타남
• 또한 PC 이용자 중 23%, 스마트폰 이용자 중 19%는 출처가 불문명한 파일 및 웹 링크를 특별한
주의 없이 다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 기능이 개선된 최신 SW를 즉시 업데이트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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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는 PC가 40%, 스마트폰이 56%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

1) National Crim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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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가범죄정보국2) 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범죄 피해 신고 서비스 ‘액션 프로드(Action

Fraud)3) ’를 통해 접수된 컴퓨터 바이러스. 말웨어, 스파이웨어 등의 사이버범죄 피해자 수는
’13~’14년 동안 약 1만 7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부실한 보안 관리로 인해 말웨어 등에 감염된 이후에 2차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13~’14년 사이버보안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온라인 보안을 위한 특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주된 사이버범죄 피해 발생 요인

출처: National Crime Agency(’14.8.13)

● 사이버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 종류

신고 번호는 999)와 달리 사고 대응 신고가 아닌 사고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신고만 접수받고 있음

/

3) www.actionfraud.police.uk, ‘액션 프로드’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접수 이외에 전화 신고도 허용하지만, 응급전화(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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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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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ational Crime Agency(’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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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피해자 중 42%가 말웨어 감염 이후 추가적인 온라인 보안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보관된 중요 자료 손실(9%), 신용카드 정보 유출(6%),. 온라인 쇼핑 피해(5%).
개인정보 무단 접근(3%) 등의 피해가 발생
▒ 영국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같은 새로운
대응 방식의 필요성도 인식
• 영국 내각부 산하 현대 노예 및 조직 범죄부4) 의 캐런 브래들리(Karen Bradly) 장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사이버범죄 퇴치를 위한 국가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에 총 8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4,450
억 원)의 예산을 투자
• 범죄수사국 국가 사이버범죄부5) 의 제이미 선더스(Jamie Saunders) 부장은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온라인 상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의 정보 보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

Ⅱ. 영국 범죄수사국, 국민들의 사이버보안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이버 상식’
캠페인 전개
▒ 영국 범죄수사국은 영국 정부가 사이버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이버 상식 (Cyber

Streetwise)’ 캠페인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발표(’14.8.13)
• 사이버 상식 캠페인은 영국 시민들이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안 관련 정보와
상식들을 알려주는 캠페인
• 범죄수사국은 사이버 상식 캠페인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안 위협 요인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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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피해 예방책을 안내
• 또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자료를 비롯해 IT 시스템, 개인 PC, 암호, 웹사이트 등 영역별 가이드라인과
금융, 쇼핑, 교육, 소셜 미디어 등 서비스 별 가이드라인도 정리

4) Minister for Modern Slavery and Organised Crime in the Home Office
5) National Cyber Crim Unit(N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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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사이버 상식’ 캠페인에서 제시하는 5대 보안 팁
팁

설명

백신 SW 설치 및 업그레이드

백신 SW를 최신 버전으로 항상 유지하는 것은 안전한 사이버 생활의 최소 조건

강력한 암호 사용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다운로드
피싱 메일에 주의
기업 보유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검토

숫자, 기호, 대소문자를 조합해 예측하기 어려운 암호 활용 촉구
출처가 분명한 메일, 공식 웹사이트, 앱스토어를 벗어난 공간은 항상 의도치
않은 멀웨어 감염 위험 잔존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려는 피싱 메일 및 웹사이트는 사기 식별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고객 스스로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
출처: Cyber Streetwise(www.cyberStreetwise.com)

▒ 범죄수사국은 ‘사이버 상식’ 캠페인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국 내 사이버범죄 실태 및
시민들의 보안 의식 현황을 조사해 나갈 방침
• 조사 결과는 ‘사이버 상식’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시민들에게 보안 실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우선 순위 판단에도 활용할 예정

▒ 아울러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실태 파악을 위해, 실제 피해를 입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고
피해를 신고하도록 독려
• 현재 범죄수사국은 인터넷 범죄 피해 신고 사이트인 ‘액션 프로드’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은 사이버범죄의 규모 및 유형 등을 분석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6)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 GC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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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인 ‘사이버 센추리온(Cyber Centurion)’의 개최를 발표(’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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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이버보안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본부6) 는 청소년 사이버보안 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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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 정보통신본부,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보안 대회 ‘사이버 센추리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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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센추리온’은 경합을 통해 영국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 ‘사이버 센추리온’ 대회는 12~18세의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전국 단위의 대회로, 영국의 청소년 대상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인 ‘사이버보안 챌린지(Cyber Security Challenge)’의 일환으로 추진
• 18세 이하 청소년 4~6명과 1명의 고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가가 가능하며, 다양한 보안 취약성이
감지되는 가상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각 팀들이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 제 1차 ‘사이버 센추리온’ 대회는 오는 10월부터 개최되는데, 경합은 총 2라운드로 진행되며,

1라운드는 10월 중에, 2라운드는 ’15년 1월 중에 진행될 예정
▒ ‘사이버 센추리온’은 미국의 청소년 대상 해커 경진대회인 ‘사이버 패트리어트(Cyber Patriot)’를
벤치 마킹해 대회 방식을 유사한 형태로 채용
• 미국의 ‘사이버 패트리어트’는 미국 공군협회7) 가 주관하는 글로벌 단위의 대회로, 전 세계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이 경합을 벌이고 보안 관련 의견을 공유
• 각국에서 치러지는 국가 예선 우승팀은 워싱턴 DC에 초청되어 최종 경합에 참가하며8) , 최종
우승팀에게는 표창과 함께 학업을 위한 장학금이 수여
• ’09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13~’14년 시즌에는 전 세계에서 총 1,536개 팀이 참가
• 영국 정보통신본부는 이러한 ‘사이버 패트리어트’의 성공에 주목해 ‘사이버 패트리어트’의 공식 스폰서
기업인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9) 과 협력해 영국 현지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 한편, 미국의 ‘사이버 패트리어트’는 약 25만 명에 달하는 미국 청소년들이 사이버보안에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등 보안 교육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미국 공군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패트리어트’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86%는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진로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또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사이버보안, 컴퓨터 과학을 비롯한 기초 과학 분야의 대학 학과에 진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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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응답자는 80%에 무려 달해, 미국 전체 평균치인 13%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

7) Air Force Association, AFA
8) 모든 경비는 ‘사이버 패트리어트’ 주관사인 공군협회가 지원
9) 노스롭 그루먼은 미국 방위산업 전문 기업으로서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500(Fortune 500)이 선정한 미국 국방부와 가장 친밀한
기업 10위 안에 포함

영국 정부,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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