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브리핑

미국 법무부(DoJ), 사이버범죄 소탕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조사팀 신설

▶ 미국 법무부1)가 사이버범죄 조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유닛(Cybersecurity Unit) 신설을 공표

(’14.12.4)
▶ 법무부는 글로벌 사이버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신설 사이버보안 유닛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

사이버보안 유닛, 사이버범죄의 처벌 및 감시 강화를 위한 법률적 자문 지원1)
▒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상에서 발생되는 사이버범죄를 면밀히 조사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보안 유닛(Cybersecurity Unit)의 신설을 공표(’14.12.4)
• 법무부 범죄부서(Criminal Division)의 레슬리 콜드웰(Leslie Caldwell) 차관보는 미국
조지타운에서 열린 법률 컨퍼런스에 참가해 ‘사이버범죄 2020: 온라인범죄 및 수사의 미래

(Cybercrime 2020: The Future of Online Crime and Inverstigations)’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
▒ 콜드웰 차관보에 따르면, 법무무는 ’ 96 년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부 2) 를 조직한 이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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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투자

1) Department of Justice
2)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CC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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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는 한층 정교한 기술로 일반 국민, 민간 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격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날로 급증하고 있어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가 증가3)
• 따라서 콜드웰 차관보는 법률적 전략과 광범위한 예방 전략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

▒ 이에 법무부는 신설 조직인 사이버범죄 유닛을 기존의 컴퓨터범죄 및 재적재산부의 산하에
편성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집행력과 대응력을 보강
• 사이버범죄 유닛은 사이버범죄 전자감시규정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중앙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
• 미국 국내 및 해외 법률 조직에서 사이버범죄 가해자들을 감시 및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집행
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

효과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과 정보공유 체계 확립
▒ 콜드웰 차관보는 글로벌 사이버범죄 조직 소탕에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더불어 국내외 전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
• 따라서 이번 사이버범죄 유닛은 법적 집행력과 민간 파트너 기업의 역량 및 의회의 지원을 연계하는
중대한 역할도 수행
• 이를 토대로 사이버범죄 유닛은 국가 주요 컴퓨터 네트워크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외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된 사이버보안 법률 제정을 주도적으로

사이버범죄로 유발된 금전적 피해액만 450만 달러(49억 6,000만 원)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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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드웰 차관보에 따르면, 지난 ’13년 대형 시중 은행의 중앙컴퓨터 침입을 통한 ATM 출금 사건 및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 등 단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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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방침

▒ 특히 사이버범죄 유닛은 민간 부문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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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사이버보안을 둘러싼 민관협력 체계 확립에 장애가 되는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방침
• 일례로 지난 해 미국의 통신서비스사 사이에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

cations Privacy Act)과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공유의 상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은 네트워크의 보호 및 위협 발생 예방 활동에 큰 제약으로 존재
• 이와 관련해 사이버범죄 유닛은 오는 ’15년 5월 이전에 정보공유에 관한 우려와 불확실한 사안을
정리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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