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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모바일기기의 급격한 확산 등 인터넷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이버 침해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5년부터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안전대회를 개최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시행해 온 국회디지털포럼과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년 점검 분야를 DDoS 대응체계와 무선랜 보안 점검으로까지 확대하여, 

2010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안전대회를 개최하였다. 점검 결과, DDoS 대응

체계 점검에서는 27.8%, 무선랜 보안점검에서는 23.8%,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에서는 15.0%의 기관이 각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사이버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

2010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국가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조차도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은 15.3%에 불과하며, 정보보호 담당 인력 중 

관련 학위 및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각각 5.9%, 10.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예산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 비율 역시 선진국대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이버 공격의 대부분이 민간부문의 PC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정보보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백신 S/W를 사용하지 않거나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위험이 

있는 민간 PC는 491만여 대 이상으로 7.7 DDoS 침해사고에 동원된 좀비 

PC(11만 5천여 대)의 약 43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민간기업 중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공식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2007년에 비하여 오히려 3분의 

1이상 감소한 8.3%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63.6%의 기업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2의 1.25 인터넷 대란이나 2009년 7.7 DDoS 침해사고와 같은 국가적인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필요 할 것이다.

첫째,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은 10% 수준에 이르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7.7 DDoS 침해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8.2%까지 상승한 이후에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나자 다시 6.2%로 감액이 예견

되고 있다. 중대사안의 발생에 따른 예산의 일회성 증가 이후 이러한 삭감은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공공기관 중에서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은 

15.3%,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없는 곳도 15개 부처로 전체 부처의 35.7%에 달하여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정보보호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2006년 20%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10.4%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에서 우수한 정보보호 인력 구성 및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 유출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이루어진 단기 계약직 위주의 증원은 업무의 품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는 

물론 전문 인력 확보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의 질적 향상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규직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정보보호 관련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정보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정보보호 법제에서는 7.7 DDoS 침해사고와 같은 

국가적인 사이버 공격이 다시 발생한다하더라도 사이버 공격의 원인인 좀비 

PC에 대한 강제조치조항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

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등 

관련법률(안)의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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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Ⅰ. 개요

Ⅰ. 개요

□ 유․무선 통합, 스마트 컴퓨팅 등 IT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이버

위협도 단순한 해킹에서 대규모화, 지능화된 DDoS 공격 등으로 

침해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처리와 대민서비스에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게 됨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및 파급효과도 확대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지난 2007년 4월, 에스토니아의 舊소련군 동상 철거에 

항의하는 러시아 해커들이 에스토니아 정부부처, 금융기관 등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 행정 업무 마비 등 국가적 혼란을 발생시킨 바 있음

○ 국내에서도 2009년 7월 7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기관이 DDoS 

공격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DDoS 공격이 발생하는 등 정부기관에 대한 DDoS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시만텍1)의 「2009년도 인터넷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신규로 

발견된 악성코드가 약 290만개로 2008년(약 169만개) 대비 약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2010년 6월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디지털포럼2)은 ｢제4회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안전대회｣를 

1) 시만텍(Symantec)은 1982년에 게리 헨드릭스(Gary Hendrix)가 국립과학재단의 

보조금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시만텍의 소비자용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관리 유틸리티들은 현재까지도 피터 노턴의 이름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 네이버, “위키백과”(최종 검색일: 2010.10.10),<http://naver.com>

2) 국회 디지털포럼(회장 국회의원 서상기)은 2004년에 설립된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서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방안을 연구

하고, 자동차공학과 IT 접목 등 융합산업의 발굴 및 지원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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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실시하여 국가․공공기관의 침해사고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음

○ 국회 디지털포럼은 2005년부터 국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취약점 및 대응체계를 점검해오고 있으며 금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기존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이외에도 DDoS 대응능력수준 

측정, 무선랜 취약점 점검 등 최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측정 항목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투자 현황을 조사 및 분석

하여,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 안전대회｣ 결과에서 나타난 공공분야의 정보

보호 현황뿐만 아니라 인력, 투자현황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실태를 진단하였음

○ 개인과 사업체의 PC 보유대수 및 백신 S/W 설치 비율을 기반으로 

민간부문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민간의 정보보호 인력 실태와 

투자 현황을 통해 현 민간 정보보호 실태를 진단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그 외에 7.7 DDoS 침해사고에서 드러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기반하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점과 「(가

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새로운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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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해당기관 소계

우수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사무처, 농림수산식품부, 소

방방재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6개

양호
국토해양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7개

[표 1] DDoS 대응체계 점검대상 기관별 결과

Ⅱ. 공공부문 정보보호 현황 진단 

1.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안전대회 경과3)

□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디지털포럼은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2010년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제4회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안전대회｣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DDoS 대응체계 점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무선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함

가. DDoS 대응체계 점검

□ 2010년 6월 14일(월)부터 6월 24일(목)까지 18개 기관에 

대해 DDoS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점검 대상 기관 중 27.8%(5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DDoS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기관은 38.9%(7개), 우수한 

기관은 33.3%(6개)로 나타남

3) 배성훈, 「국가기관 전산망 사이버안전대회의 교훈과 대책」,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0년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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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해당기관 소계

행정안전부

미흡
국회도서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화진흥원,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헌법재판소
5개

□ 점검 결과, SQL 공격4), Connection Flooding 공격5) 등 전체 

공격 88건 중 47%인 41건에 대하여 접속 장애가 발생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대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인 경우에는 소량의 공격에도 

홈페이지 접속불가 및 서비스 지연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며, DDoS 

대응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문 관리자가 없거나 운영관리에 소홀

하여 각종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공격유형 중 특히, SQL 공격, Connection Flooding 공격, GET Flooding 

공격6)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역폭 초과 공격에는 거의 모든 

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

4) 웹 클라이언트의 반환 메시지를 이용하여 불법 인증 및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

으로 웹 응용 프로그램에 강제로 구조화 조회 언어(SQL) 구문을 삽입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의 데이터를 유출 및 변조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할 

수도 있음. 이 공격은 MS SQL 서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에서 가능함 ; 국가정보원, 「DDoS 대응장비 보안기능 요구사

항」, 2009년, 4p. 

5) 정상적인 TCP 3-way HandShaking을 통해 공격대상 서버의 TCP 연결을 증가시켜 

공격대상 서버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DDoS 공격 유형 ; 국가정보원,  「DDoS 

대응장비 보안기능 요구사항」, 2009년, 4p. 

6) 정상적인 HTTP GET 요청을 대량으로 공격대상 서버에 전송하여 다른 정상적인 

HTTP  GET 요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하는 DDoS 공격 유형 ; 

국가정보원, 「DDoS 대응장비 보안기능 요구사항」, 2009년,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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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당기관 소계

탁월
게임물등급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관

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7개

우수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농림수

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북아역사재단, 소방방재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청남도교육청, 통일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

18개

[표 2] 웹 취약점 점검대상 기관별 결과

□ 웹서버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의 경우 전산센터 

인입구간의 대역폭이 크고 상시 대응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공격에 원활하게 대응한 점도 있으나, 행정안전부, 방송

통신위원회 등 일부 부처의 경우 대응에 문제점이 드러남

○ 반면에, 웹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대역폭이 작고 

상시 대응인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량의 공격 트래

픽에도 접속불가 현상이 나타남

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 2010년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전체 60개 기관 중 15%(9개) 기관이 '미흡' 혹은 

'불량'으로 나타났고, 43%(26개) 기관이 '양호'로, 42%(25개) 

기관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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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당기관 소계

통신기술협회,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양호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국가보훈처, 국토해양

부, 국회도서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산림청, 울산광역시교

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경

제부, 충청북도교육청,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

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

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행정안전부

26개

미흡
경기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불량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헌법재판소 4개

□ 불필요한 정보 노출 및 파일 노출 취약점은 약 77%,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은 약 36%,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 취약점은 약 34%의 기관에서 발견되었음

○ 불필요한 정보 노출은 공격자에게 잠재 취약점을 알려 줄 수 있는데, 

특히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되는 경우 인증 우회 등을 통하여 공격자가 

관리자 메뉴에 직접 접근하는데 악용될 수 있음

○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은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글을 읽는 

순간 사용자 PC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사용자 인증정보(쿠키 

혹은 세션)가 공격자에게 전송되어 악용될 수 있음

다. 무선랜 보안 점검

□ 2010년 6월 7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선랜 관련 보안 정책과 물리적 기술적 운영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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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

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산림청, 소

방방재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

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

앙전파관리소, 지식경제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통일부, 특허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

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저

작권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

사

용

39개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 사 10개

[표 3] 무선랜 점검대상 기관별 결과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무선랜 사용 기관 중 23.8% 기관이 관리적․기술적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28.6%가 양호, 47.6%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점검 대상 기간 중 65%(39개)의 기관은 무선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을 가지고 무선랜 교육 및 점검에 소홀함

- 내부 직원의 비인가 무선랜 사용 등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이 우려됨

□ 무선AP 사용을 금지하는 42개 기관 중 3개 기관(7.1%)과, 

사용을 허용하는 18개 기관 중 1개 기관(5.6%)에서 보안에 

취약한 비인가AP가 발견되어 무선랜 사용정책과는 별개로 

정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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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당기관 소계

통신정책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양호
게임물등급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관광공사 
6개 

미흡
국회도서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개 

□ 관리적 취약점분야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점검에 대해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관리적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13개 기관 중 77%인 10개 기관이 

기술적으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부재가 곧 기술적 취약점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음

○ 또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하지 않거나,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9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5개인 56%의 기관이 미흡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음

2. 정부․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킹 및 웜․바이러스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30,498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지방

자치단체가 12,762건 41.85%로 제일 높았으며,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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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웜․바이러

스 감염

해 킹

합계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기타

2

0

0

6

년

국가기관 316 59 16 49 16 456

지자체 1,233 162 38 21 16 1,470

연구기관 110 125 5 17 3 260

교육기관 489 821 145 7 2 1,464

산하기관 396 146 49 23 6 620

기타 4 3 - 6 3 16

합계 2,548 1,316 253 123 46 4,286

2 국가기관 498 29 21 55 22 625

[표 4] 2006~2009년까지 정부․공공부문 침해사고 현황

(단위 : 건수)

산하기관, 국가기관 순임7) 

□ 해킹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9,170건 중 30.3%인 2,779건으로 가장 많은 침해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산하기관 순임

○ 주목할 점은 2009년의 경우 국가기관이 1,172건으로 제일 높았으며, 

증가율 면에서 매년 3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국가기관의 중요 정보를 노리는 해킹시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웜․바이러스 관련하여 총 21,328건 중 50.8%인 10,839건으로 지자

체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하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순임 

7) 2009년 사이버침해사고 데이터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유․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기타 부분이 해킹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관 구분에서도 

연구기관과 산하기관을 산하기관으로 통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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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

년

지자체 3,583 94 111 24 15 3,827

연구소 145 20 8 19 6 198

교육기관 1,504 513 91 18 22 2,148

산하기관 448 85 143 26 4 706

기 타 16 26 5 34 3 84

합 계 6,194 767 379 176 72 7,588

2

0

0

8

년

국가기관 813 67 23 204 80 1,187

지자체 2,443 224 64 283 53 3,067

연구소 698 31 6 65 18 818

교육기관 1,210 454 82 73 48 1,867

산하기관 418 104 36 92 22 672

기 타 73 104 17 72 88 354

합 계 5,655 984 228 789 309 7,965

2

0

0

9

년

국가기관 562 1,172 1,734

지자체 3,580 818 4,398

교육기관 784 503 1,287

산하기관 1,972 681 2,653

기 타 33 554 587

합 계 6,931 3,728 10,659

계

국가기관 2,189 1,813 4,002

지자체 10,839 1,923 12,762

교육기관 3,987 2,779 6,766

산하기관 4,187 1,740 5,927

기 타 126 915 1,041

합 계 21,328 9,170 30,498

자료 : 국가정보원 외, 「국가정보보호백서」(재구성), 2007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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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 정보보호 인력 현황

□ 2009년 기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수행 인력 중 

정보보호 관련 학위 소지자8)는 2007년 이후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9)

○ 정보보호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이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안 관련 사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

○ 이는 국가 정보보호 업무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냄

□ 2009년 기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수행 인력 중에서 

정보보호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자 역시 2006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보호 관련 공인 자격증 :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10),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11), 

SIS(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12) 등의 정보보호 공인 자격증

8) 정보보호 관련 학위 : 정보보호관련 학과에서 부여하는 석사이상의 학위

9) 국가정보원 외,「국가정보보호백서」, 2007년~2010년.

10) 국가·사회의 중요한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

안전문가의 약칭으로서, 날이 갈수록 지능화, 악성화, 국제화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억제와 IT 및 정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국가적 공인으로서의 역

할을 한다 : 네이버, “백과사전”(최종 검색일:2010.10.10)<http://www.naver.com> 

11) 정보시스템 감사 컨트롤 협회(ISACA)가 인증하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는 국제 자격 네이버, “백과사전”(최종 검색일:2010.10.10)<http://www.naver.com>

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통신대학 교(ICU)이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하고 있

는 국가공인 자격증 : 네이버, “백과사전”(최종 검색일:2010.10.10)<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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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부․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련 학위 소지자 비율

 

[그림 2] 정부․공공기관 정보보호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자 비율

자료 : 국가정보원 외, 「국가 정보보호백서」, 2007년~2010년

□ 정부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자격증 취득현황

○ 정부의 40개 중앙부처13)별 평균 정보보호 업무인력은 1.79명이며, 국무

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체 40개중 

15개 부처 37.5%는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없었음

- 국무총리실의 경우 정보보호업무와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0.5명이 정보

보호 관련자격증도 없이 겸무를 담당하고 있음

○ 40개 중앙부처 정보보호 업무인력 가운데 20%, 8개 부처만이 정보보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정보보호 업무인력 71.5명 중 정보보호 

자격증 보유자는 14명인 19.5%에 불과함

- 공공․민간의 정보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인 행정안전부 및 방송

통신위원회는 정보보호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13) 업무특성상 국정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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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정보

보호

업무 

인력

정보화

담당부서

정보보호

전담부서

정보

보호 

자격

증수

현

황

합 계 71.5 1.79명 　 14 　

여성가족부 0.3 법무정보화담당관 　 0

1명

미만

문화재청 0.3 정보화기획팀 　 0

산림청 0.3 정보통계담당관 　 0

금융위원회 0.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

행복도시건설청 0.4 정보인프라과 　 0

민주평통자문회의 0.5 기획재정담당관 　 1

국무총리실 0.5 총무과 　 0

공정거래위원회 0.5 정보화담당관 　 0

식품의약품안전청 0.5 정보화담당관 　 0

방송통신위원회 0.6 정보전략팀 　 0

국가인권위원회 0.6 운영지원담당관 　 0

법제처 0.6 법제정보과 　 0

소방방재청 0.6 정보화담당관 　 0

기획재정부 0.7 정보화담당관 　 0

고용노동부 0.7 정보화기획팀 　 0

국가보훈처 1.0 정보화팀 　 0

1~

2명 

미만

농림수산식품부 1.0 정보화담당관 　 1

기상청 1.0  정보통신기술과 　 0

국민권익위원회 1.1 행정관리담당관 　 1

통일부 1.1 행정관리담당관 　 0

환경부 1.1 정보화담당관 　 0

문화체육관광부 1.2 정보통계담당관 　 0

농촌진흥청 1.2 지식정보담당관 　 0

중소기업청 1.3 고객정보화담당관 　 0

법무부 1.4 정보화담당관 　 0

병무청 1.5 정보기획과 　 1

조달청 1.6 정보기획과 　 0

[표 5] 중앙정부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자격증취득 현황

(단위 : 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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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정보

보호

업무 

인력

정보화

담당부서

정보보호

전담부서

정보

보호 

자격

증수

현

황

대검찰청 2.0 정보통신과 　 0

2~

5명 

미만

행정안전부 2.5 정보화담당관 정보보안계 0

관세청 2.5 정보관리팀 　 0

보건복지부 3.0 정보화담당관 　 0

통계청 3.0 정보화기획과 정보보안팀 0

해양경찰청 3.0 정보통신과 정통보안계 0

방위사업청 3.5 정보관리팀 　 4

국토해양부 4.0 정보통계담당관 　 0

특허청 4.0 정보화기획과 정보보안계 1

과육과학기술부 5.0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팀 0
5~

10명 

미만

지식경제부 5.0 정보화담당관 　 0

외교통상부 6.0 외교통신담당관 사이버총괄팀 3

국세청 7.0 전산정보관리실 전산보안계 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재구성), 2010년8월20일

4. 공공부문 정보보호 투자 현황

□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은 2008년 3조 4천61억원을 정점으로 

2009년 7.9%가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소폭 증가 내지는 

정체상태임

○ 2010년에 일시적으로 4.7% 증가하였으나 이는 7.7 DDoS 발생에 따른 

정보보호 및 기반시설 보완을 위해 예산이 증가한 것이며, 국가전체의 

예산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매년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정보화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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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안)

예산액 160,756 174,326 270,194 203,451

증감률 - 8.4% 54.9% △24.7%

[표 7] 2008년~2011년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

(단위 및 기준: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안)

예산액 3,406,161 3,137,783 3,286,946 3,302,324

증감률 - △7.9% 4.7% 0.47%

[표 6] 2008년~2011년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단위 : 백만원)

불구하고 7.7 DDoS 발생으로 2010년 반짝 증대된 것에 불과하기에 

정보보호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0.10.1.

국회 예산정책처,「국가정보화사업 평가」, 2010.8.

□ 정보보호 예산은 7.7 DDoS 공격사건으로 인하여 2010년도에 

54.8%의 일시적인 증가를 하였으나 2011년에는 24.7%가 

급감소 하였음

○ 이는 장기적인 정책방향 없이 근시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임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0년10월1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2010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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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안)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합  계 3406161 160756 4.72 3137783 174246 5.55 3286946 270192 8.22 3302324 203451 6.16

대통령실 5,103 - - 4,930 - - 5,313 - - 4,827 - -

국회 23,503 4,982 21.20 23,059 2,387 10.35 24,912 3,766 15.12 25,552 1,000 3.91

[표 8] 정부 부처별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단위 : 백만원, %)

□ 45개 중앙 정부부처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예산을 분석한 결

과, 2011년도에도 대통령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3개(7%) 부처에서 정보보호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보화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정보보호 예산이 없는 부처는 2008년 

15개(33%), 2009년 12개(27%), 2010년 5개(11%), 2011년 3개(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계획의 부재는 곧 정보보호 사업계획의 부재를 뜻

하며, 계획 없이 사안별로 추진되는 정보보호는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5% 미만인 부처도 2011년 

25개(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39개(87%), 2009년 37개(82%), 2010년 20개(44%), 2011년 25개

(56%)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정보보호 예산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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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부문 정보보호 현황 진단

소  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안)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대법원 114,935 2,580 2.24 113,809 3,937 3.46 118,643 2,487 2.10 129,226 820 0.63

헌법재판소 1,436  - - 1,791 - - 2,564 216 8.42 2,753 251 9.12

중앙선관위 6,158  - - 4,942 - - 5,264 300 5.70 8,261 196 2.37

민주평통 266  - - 236 33 13.98 351 - - 361 - -

감사원 1,488  - - 1,293 - - 1,349 - - 2,720 10 0.37

국무총리실 3,208  - - 3,480 - - 3,786 342 9.03 4,206 201 4.78

기획재정부 99,750 1,466 1.47 52,869 1,450 2.74 24,562 3,424 13.94 32,383 4,665 14.41

교과학부 65,674 3,961 6.03 71,048 4,072 5.73 79,569 6,431 8.08 84,384 9,906 11.74

외교통상부 34,893 604 1.73 73,407 557 0.76 88,193 1,074 1.22 97,568 7,809 8.00

통일부 2,394 26 1.09 1,812 66 3.64 3,132 210 6.70 10,629 3,986 37.50

법무부 58,366 6,834 11.71 66,029 9,090 13.77 78,061 12,005 15.38 79,146 15,772 19.93

행안부 588,472 63,909 10.86 522,385 53,911 10.32 653,649 80,923 12.38 621,001 36,790 5.92

문관부 53,187 1,149 2.16 57,168 1,890 3.31 53,164 3,503 6.59 48,515 4,226 8.71

농림식품부 39,763 479 1.20 39,727 640 1.61 37,784 242 0.64 37,022 778 2.10

지경부 1,336,340 28,680 2.151,172,745 34,858 2.971,143,665 44,133 3.86 962,763 18,606 1.93

보복부 84,124 1,450 1.72 86,377 2,014 2.33 97,792 10,332 10.57 79,277 2,333 2.94

환경부 15,364 359 2.34 21,378 306 1.43 14,880 997 6.70 17,906 2,173 12.14

노동부 67,299 2,086 3.10 65,119 1,220 1.87 66,714 104 0.16 76,945 842 1.09

여성부 2,284  - - 1,386 - - 2,062 192 9.31 3,077 140 4.55

국토해양부 162,032 709 0.44 125,867 2,181 1.73 88,270 2,968 3.36 102,205 3,187 3.12

법제처 5,325 32 0.60 4,552 115 2.53 4,073 234 5.75 4,306 6 0.14

국가보훈처 2,381 - - 2,079 - - 1,913 352 18.40 2,763 142 5.14

국가인권위 1,206 - - 1,001 - - 747 5 0.67 742 50 6.74

방송통신위 169,563 30,062 17.73 170,254 37,038 21.75 192,835 74,023 38.39 386,725 65,634 16.97

공정거래위 2,151 - - 5,155 - - 3,355 115 3.43 5,116 993 19.41

금융위원회 30,496 - - 29,581 - - 29,114 1,711 5.88 30,813 4,05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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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안)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정보화

예산(A)

정보보호

예산(B)

비율

(B/A)

국민권익위 2,160 - - 2,180 64 2.94 3,009 169 5.62 3,208 302 9.41

국세청 93,378 2,801 3.00 82,544 7,160 8.67 129,907 2,157 1.66 96,893 2,878 2.97

관세청 39,170 1,679 4.29 42,179 1,418 3.36 43,589 2,960 6.79 44,895 883 1.97

조달청 14,218 - - 15,106 - - 15,864 504 3.18 22,208 350 1.58

통계청 15,254 353 2.31 18,747 225 1.20 11,658 - - 10,960 470 4.29

병무청 8,316 404 4.86 7,385 175 2.37 7,820 635 8.12 7,974 403 5.05

경찰청 69,000 3,395 4.92 61,236 2,962 4.84 66,505 5,124 7.70 63,062 7,413 11.76

소방방재청 24,823 - - 24,037 96 0.40 21,184 - - 18,382 - -

문화재청 5,219 15 0.29 7,710 50 0.65 5,189 14 0.27 4,669 52 1.11

농촌진흥청 18,286 445 2.43 16,201 533 3.29 15,939 778 4.88 15,702 481 3.06

산림청 7,796 347 4.45 6,928 332 4.79 6,798 434 6.38 8,219 166 2.02

중기청 29,317 84 0.29 29,941 72 0.24 26,623 275 1.03 31,326 2,096 6.69

특허청 50,898 1,310 2.57 45,284 1,371 3.03 43,344 1,276 2.94 44,177 151 0.34

식약청 6,502 140 2.15 9,550 85 0.89 10,658 552 5.18 11,240 276 2.46

기상청 37,007 37 0.10 37,050 3,537 9.55 43,949 3,800 8.65 49,963 2,710 5.42

해양경찰청 7,589 378 4.98 7,226 401 5.55 7,427 341 4.59 7,826 172 2.20

행복청 67 - - 1,000 - - 1,767 1,084 61.35 428 80 18.69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0년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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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간부문 정보보호 현황 진단

1. 민간부문 정보보호의 필요성 및 현황

□ 최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침해사고의 대부분이 

민간의 홈페이지 및 개인PC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는 국가 정보보호의 기반이 됨

○ 최근 사이버 공격은 취약한 홈페이지 및 좀비화된 PC에 의해서 이루어

지며, 인터넷의 특성 상 공공과 민간의 구분은 의미가 없음

- 민간부분의 웹서버와 PC가 좀비화 되거나, 경유지가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이며, 국내 PC의 약 96% 이상이 

민간소유 PC임

□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좀비PC 제거 

등의 노력 없이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으므로, 국가 차원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및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민간 부문에서 백신 S/W를 사용하지 않거나,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악성코드 감염위험이 있는 PC는 2009년 현재 491만여 대 이상으로 

민간 부문 전체 PC (3,112만 여대)의 15.8%를 차지함14) 

- 이는 7.7 DDoS 침해사고에 동원된 좀비 PC(11만 5천여 대)의 약 

43배에 해당됨

14) 491만여 대는 개인 357만여 대와 사업체 134만여 대를 합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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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신사용 실시간 감시 월1회 이상 검사

2007년 90.0% 78.5% 77.1%

2008년 94.3% 83.5% 83.4%

2009년 95.7% 86.9% 84.9%

[표 9] 개인의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현황

□ 2009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부문의 경우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천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은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보안 패치 등 예방 

활동에는 소극적으로 나타남

○ 기업 대부분은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보호 전담반 설치 등에 소홀하고 

정보보안 침해사고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가. 개인의 정보보호 실태

□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15)에 따르면 일반인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음

○ 대다수 이용자는 인터넷에서의 정보보호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98.1%)

하고 있고,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고 인식(95%)하고 있음

○ 그러나 백신S/W 및 실시간 검사 미사용으로 악성코드 감염에 노출된  PC는 

전체 1,905만 여대 개인용 컴퓨터 중 18.7%(357만 여대) 이상으로 확인됨16)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 인터넷 이용자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7년~2009년

15)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 2010년2월

16) 전체 PC대 수는 전체 가구 수(16,916,966가구) × PC보유율(81.4%) × 가구당 

PC대수(1.38대)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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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안패치 설치 PC보유대수 보안패치 미설치PC

2007년 84.4% 16,857,095 2,629,706

2008년 86.5% 18,363,365 2,479,054

2009년 86.8% 19,053,635 2,515,079

[표 10] 개인PC 보안패치 비율 및 보안패치 미설치 PC 대수

○ 전체 PC 중 95.7%인 1,823만 여대의 PC에 백신S/W가 설치되어 있으

나, 그 중 15.1%인 275만대는 월 1회도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82만대의 PC를 포함하여 약 375만대 

이상의 PC가 악성코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인 86.8%가 보안패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패치가 되지 않은 PC도 250만 여대(13.2%)에 이르고 있어 이들 

PC들이 DDoS 공격 등에 악용된다면 7.7 DDoS 침해사고보다 더 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자료 : 「정보보호 실태조사」․「국가 정보화 백서」(재구성), 2007년~2009년

나. 기업의 정보보호 실태

□ 「2009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킹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보안 활동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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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운영

2006년 - 41.7%

2007년 33.4% 40.0%

2008년 21.2% 22.6%

[표 11] 민간부문 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에 연결된 PC가 1대 이상 있는 기업 중 

86.5%가 해킹 등 침해사고 위협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38.4%, 클라이언트 

PC의 보안패치를 자동 업데이트 설정으로 항상 최신 상태 유지하는 

기업의 비율은 47.9%로 낮게 나타났음

○ 1,207만여 대의 기업 PC 중에서 백신 S/W를 사용하지 않는 PC는 약 

134만대(11.1%)로 추정됨17)

※ 백신 미사용 기업PC 수 =  (업종별 PC보유 수) x (업종별 백신 미사용율)

○ 별다른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도 6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12월 공식적 기준으로 정의되고 문서화된 정보보호 

정책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음

○ 2008년 12월 기준으로 정보보호 정책 수립의 경우 21.2%에서 전년도 

기준의 33.4%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음

○ 2008년 12월 기준으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운영의 경우 22.6%로 전년의 

40.0%에 전반으로 감소하였음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7년~2009년

17)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화통계집」, 2009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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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 책임자 임명 전담조직 운영 책임자임명

2006년 - 34.1% - 25.1%

2007년 27.0% 31.5% 12.7% 12.2%

2008년 29.7% 43.3% 8.3% 14.6%

[표 12] 민간부문 정보보호관련 조직 및 책임자 임명 현황

2. 민간부문 정보보호 인력 현황

□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은 증가하는 반면, 정보보안 일반을 위한 인력은 감소함

○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 중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2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종사자수 5명 이상,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1대 이상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43.3%로 정보보호 

일반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7년~2009년 

○ 반면, 2008년 12월 기준 민간기업 중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공식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8.3%로 나타나 2007년 12월 기준에 

비하여 3분의 1이상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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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보험업의 정보보호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비율이 38.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해당 비율이 높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

하여 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2008년 12월 기준 

14.6%로 2007년 12월 기준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6년 12월 

기준과 비교하면 오히려 40% 이상 감소한 수치임

○ 법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및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정보보호 일반의 전담조직 및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하여 운

영하는 기관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3.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 현황18)

□ 기업의 63.6%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며 정보화 

투자대비 정보보호 지출이 1% 미만인 기업도 15.1%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없는 기업 중 65%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으며, 관심이 없기 때문인 기업도 16.2%로 나타남

○ 기업의 적극적인 정보보호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침해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반드시 필요함

18)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2010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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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T예산 추이 정보보호 예산 비율

2005년 66,215 5.2%

2006년 66,215 8.3%

2007년 64,911 9.1%

2008년 68,121 9.2%

2009년 70,716 9.7%

[표 13] 미국 IT 및 정보보호 예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Ⅳ. 국가 정보보호 정책의 문제점

1.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 투자 결여

가. 미국의 정보보호 예산

□ 미국의 경우 최근 IT 예산은 상대적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IT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간 

평균 9%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정보보호 

예산 투자를 통해 침해사고에 대비하고 있음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2010 국가정보화 백서」, 2007년~2010년

나. 국내의 정보보호 예산

□ 국내 정보화 예산은 2009년 7.7 DDoS 침해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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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화예산 정보보호예산 비율

2007년 34,104 2.9%

2008년 34,062 4.7%

2009년 31,378 5.6%

2010년 32,867 8.2%

2011년(안) 33,023 6.2%

[표 14]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율

(단위 : 억원)

[그림 3] 미국과 한국의 IT 예산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교

약 5% 증가하였으나, 2011년 예산감액이 예상되고 있음

○ 7.7 DDoS 침해사고 이후 8.2%까지 상승한 정보보호 예산비율은 2011년 

다시 6.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보보호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지난 4년(2007년 ~ 2010년) 평균 약 5.25% 수준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2010년8월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0년10월1일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2010년8월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0년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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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침해사고 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꾸준하게 정보보호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일회성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잦아든 이후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적인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예산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정보보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일회성으로 증가하는 예산은 오히려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저해하며, 중장기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음

2. 정보보호 인력 및 전담조직의 감소

가.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전문 인력 현황

□ 2009년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업무수행 인력 중 정보보호 

관련 학위 소지자는 5.9%로 2007년 17.8%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정보보호 관련 공인 자격증 소지자 

역시 2006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안 사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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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사이버침해사고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양성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정

보보호 전문가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정보보호 인력 및 전담 조직 운영 비율

□ 정부․공공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 운영 기관은 15.3%로 

전체 기관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정부 부처의 정보보호 인력현황을 조사한 결과 35.7%의 부처는 정보보호 

인력을 1명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분야의 경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늘고 있으나,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하는 기관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12월 기준 종사자 수 5인 이상 기업 중 43.3%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하였으나, 정보보호책임자는 14.6%만 임명․운영 중임

○ 일정규모 이상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기관에는 정보보호책임자 및 정보

보호 전담반 운영 등을 법제화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7.7 DDoS와 같은 국가적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2009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정보보호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큰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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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 원 계약직

인 원 537명 286명

비 율 100% 53.3%

[표 1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력 현황 

로사항으로 정보보호 전문 인력 부족을 지적한 기관이 5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노력 역시 절실한 상황임

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인력의 고용구조

□ 공공분야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직으로 충원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민간 분야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과 사이버침해사고의 발발로 인해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확대된 반면, 정규직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직으로 신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 대부분이 관련법에 의하여 정부 부처로부터 위임되어 외부 위탁이 불가능

하여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로, 계약직의 비율이 53.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출자료, 2010년9월

□ 계약직 증원만으로는 업무의 품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춘 인력이 2년마다 

교체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확보를 어렵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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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인터넷 및 침해사고 대응․예방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고용구조 안정화를 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3.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국가 정보보호관련 체계 현황

□ 현재 정보보호관련 업무는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위원회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

- 국가사이버안전 정책 총괄, 관련 제도․지침 수립, 사이버 안전 예방, 정

보수집․분석․전파, 침해사고 긴급대응 등 공공부문 사이버 위협 대응

� 관계 법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267호)｣, ｢국가

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 229호)｣

○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정보보호 총괄

- 공공분야 정보보호관련 정책총괄, 법제 및 체계 정비, 관리 및 기술적 

보호 강화, 교육확대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 공공․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및 불안

감 해소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관계 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

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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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민간분야 정보보호 총괄

- 민간분야 정보보호 정책 총괄, 민간분야 사이버안전 정책 총괄, 관련 

제도․지침 수립, 사이버 안전 예방, 정보수집․분석․전파, 침해사고 

긴급대응 등 민간부문 사이버 위협 대응

� 관계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문제점

(1) 부처 간 업무 영역 및 구분 모호

□ 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능의 중복

○ 정보보호관련 업무가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 등에 근거하여 중복되어 

있으며,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대응은 별개로 분리하여 고려하기 어려우나, 

현행 체제하에서는 분리되어 있음

- 행전안전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에 의거하여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나,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기능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67호)｣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

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실례로 지난 7. 7 DDoS 침해사고 시, 대응은 국가정보원(공공부문 및 

총괄)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민간부문), 국방부(국방부문) 등이 

부문별로 담당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리에 국한됨

- 효과적인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침해사고 대응현황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대응과 예방 정책이 분리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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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하에서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정책이 제시되기 어려움

□ 정책의 일관성 부족

○ 대응 중심의 국가정보원과 정책수립 중심의 행정안전부는 정보보호를 

바라보는 핵심가치가 달라 통합된 정책 수립이 어려움은 물론, 중복규제 

및 규제수준의 상이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KT, LG U+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사업자(ISP)들은 민간에 속해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대상임과 동시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관리대상이기도 함

- 실례로 ISP는 행정안전부의 을지연습에 참여함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사이버 위기대응훈련에도 민간부문의 중요 훈련대상기관

으로 참여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불명확

○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정책을 총괄담당하고 있으나, 좀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인력 등의 보강이 필요하며, 국가정보보호 정

책 기조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정책적 조율이 필

수적임

□ 부처별 인력분할에 따른 실무 역량 부족

○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마련 및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 실무인력이 

전문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대부분 관련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비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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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 정보보호 정책의 개선방안

1. 국가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신설

□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함

○ 사전적 예방측면의 정보보호 정책과 사후 대응측면의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 간의 연결성 및 시너지를 도모함은 물론 범

국가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공공ㆍ국방ㆍ민간분야를 국가적 차원에서 아우를 수 있는 국가위기상황

센터로 정책수립 및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필요에 따라 부문별 대응

부처인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정책집행기능과 관련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의 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으로 역할을 제한

2. 법ᆞ제도적 정비의 필요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한계

□ 현행 정보보호 법제에서는 DDoS 공격과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이용자에게 이용PC의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리고 치료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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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 때 이용자 정보처리장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이용자 기

본권 침해 가능성은 배제해야 할 것임

○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감염 컴퓨터에 대한 접속 필요

- 이용자의 동의를 통해 침해사고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수행

○ 침해사고 발생으로 전체 인터넷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이버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단계) 감염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차단

※ 복수 ISP망의 침해사고 발생 시, 국내 인터넷망  분야에 

소통장애 발생 시 등 국가사이버 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 시 조치

□ 악성코드 감염컴퓨터의 상당수가 일반 이용자 PC이지만, 

일반 이용자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보호법규 미흡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정부 및 사업자의 조치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주요기반시설 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음

나.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소개

□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좀비 PC법”)

제정 추진19)

□ 배 경

19)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표자료, 2009년9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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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DDoS 공격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반 이용자들의 PC가 자신도 모르게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DoS 등 사이버 공격을 받거나 공격기지로 악용됨

○ DDoS 공격에 이용되는 좀비PC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바 있음

- 현행 ｢정통망법｣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단 시 고객이

탈, 손해배상 등을 우려하여 이행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은 결여됨

○ 따라서 범정부적 종합대책수립과 침해사고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이용자 PC 등 정보처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좀비

PC법｣을 준비하고 있음

□ 「좀비PC법」안의 주요내용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마련

○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보완

○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의무화 및 삭제 명령

○ 일정 수준(‘경계’ 또는 ‘심각’단계 이상) 이상의 심각한 침해사고 발생시 

좀비PC에 대한 접속제한 명령

○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를 위한 DNS sinkhole 운영

○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악성프로그램 감염 컴퓨터 접속요청(이용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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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시 컴퓨터보안프로그램 긴급 배포

다. 「좀비 PC법」제정과「정보통신망법」전부개정(안)과 관련된 쟁점과 비교

□ 현재 「좀비 PC법」단독 법안으로 발의하는 경우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전부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함

□ 「좀비 PC법」제정의 경우

○ 장점

- 의무주체, 책임범위 등이 명확하여 법의 예측가능성 및 집행력이 높음

- 컴퓨터 이용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촉진․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민관협력 시스템 및 

촉진정책 도입 가능함

- 유사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해소 가능 및 「정보통신

망 법」의 정체성 유지 가능함

○ 단점

-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정보통신망 법」, 「좀

비 PC법」등에 분산되어 침해사고 발생시 적용법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유사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세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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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법｣ 전부개정안에 추가하는 경우

○ 장점

-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함

으로서 종합적 관리 가능

- 현재 「정보통신망 법」개정(안)이 이미 국회계류중인 바, 보다 빠른 

입법도 가능

- 「정보통신망 법」의 일부 조문을 보완․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과적임

○ 단점

- 지금도 140여조에 이르는 전부개정 안에 새로운 내용까지 추가하면 

법률이 방대하여 법률의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높음

- 현행 「정보통신망 법」은 ‘망’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개인용PC가 감염된 

좀비 PC를 이용한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에 한계가 있음

- 추가할 수 있는 법조문에 한계가 있어 촉진규정은 빠지고 규제규정만 

남게 될 우려가 있음

라.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에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법」 전

부개정(안)을 보완할 경우 종합적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

을 수 있으나 「좀비 PC법」의 신규법률 제정을 통하여 규율

대상을 명확하여 국민들에게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도와 법 

집행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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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정보통신망 법」의 규율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한정되

는 만큼 개인용 PC 등 단말 이용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좀비PC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제정을 위해

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긴급 상황 시 인터넷 접속제한 등 조치로 인하여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없도록 ｢좀비PC법｣에 절차적ㆍ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DDoS 공격 예방기술 확보 및 보안프로그램 이용․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훈련 실시 및 신속한 침해사고 

상황전파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백신소프트웨어 성능향상, 인식제고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정부지원의 내용을 포함시켜 촉진 법률로서의 

면모도 갖출 필요가 있음

○ 최근 침해사고의 공격대상이 민․관 사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7.7 DDoS사건에서 보듯이 실무적인 복구 및 방어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협의체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및 복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존 협의기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자료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최근 악성프로그램(또는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을 유인하는 전자적 정보)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자료의 악성프로그램(또는 악성프로그램의 감염을 유인하는 전자적 

정보)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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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포털사이트를 통한 DDoS 공격 악성프로그램 검색

자료 : 구글 검색결과(최종 검색일:2010.9.17),<http://www.google.co.kr>

3. 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우수인력 확보

□ 정보보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인정보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보호분야에 대해서도 전담조직 및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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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함

○ 기업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 학위 소지자에 대해서 

채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계도 필요

○ 정보보호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정보보호 인력의 고용구조 안정화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 

○ 정보보호 업무의 경우 끊임없이 급변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및 정보보호 

기술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 

정규직 정보보호 인력 확보가 필요

- 계약직 정보보호 담당인력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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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 의식에 입각한 일상적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 투자가 

필수적임

○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직후 일시적 투자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어가는 침해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의 투자마저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임

- 투자가 단기간에 그치거나 후속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제2, 제3의 7.7 DDoS 침해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작년 7.7 DDoS 침해사고가 발생하자 관련된 정부부처들은 경쟁적으로 

무선랜, 보안관제, DDoS 장비증설 등 정보보호 관련 중장기 대책과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단기예산을 증액하였음

○ 그러나 2010년도 일시적 예산증액 이후, 2011년도 정보보호 예산편성을 

보면 정보보호관련 부분이 2010년 대비 대폭 감액되는 등 일관성 없이 

과거로 회귀하는 문제 발생

○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절실함

□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예산의 확충뿐 

아니라 정보보호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안전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할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침해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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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 정보보호 책임자의 임명 등이 요구됨

○ 정보보호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정보보호기관의 인력 확대 및 정규직 

확보가 필요함

○ 공공기관 선진화를 이유로 기준 없이 일괄적인 인력감축 등이 정보보호

분야에 적용될 경우, 우수인력 대량 이탈 등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상황에 맞는 기준마련 및 적용이 필요함

□ 7.7 DDoS 공격과 같은 국가차원의 사이버 침해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신규 법률 제정이 시급함

○ 7.7 DDoS 공격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반 이용자들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DoS 등 사이버 공격을 받거나 공격기지로 악용되고 있으나 

좀비PC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바 있음

○ 법안의 포괄적인 강제규정으로 인한 패킷감청20) 등의 오ㆍ남용으로 인

해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없도록 「좀비 PC법」에 절차적ㆍ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초고속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패킷)을 제3자가 중

간에서 빼내 재구성하는 방식. 패킷 감청을 하면 특정인이 방문한 웹사이트와 

검색 결과, 채팅 및 e메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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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적용대상

◦정보통신망(제2조제1항제1호)

 ㆍ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

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

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통

신체제

◦컴퓨터

 ㆍ개인PC, 서버컴퓨터, 셋톱박스, 

스마트폰 등 모바일 휴대단말기

◦이용자(제2조제1항제4호)

 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는 자

◦이용자

 ㆍ컴퓨터 등 정보처리장비를 이

용․관리하는 개인, 법인, 단체

(행정기관 등 제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2조제

1항제3호)

 ㆍ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역

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

거나 매개하는 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

46조의3제1항제1호)

 ㆍ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제46조제1항)

 ㆍ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제47조의3 제1항)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접

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포털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검색, 정

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컴퓨터 제조․수입․판매자

◦PC방 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웹사이트 운영자

침해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훈련

◦KISA의 침해사고 대응업무 중 

하나로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침해사고 예

보․경보 및 경보의 전파를 규정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56조)

◦언론기관, 포탈사업자, ISP 등에

게 침해사고 상황전파 및 대응

훈련 협력의무를 규정

[부록]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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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보급 확산

―

◦우수 보안프로그램 추천․장려제도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보급확산을 위한 

기술 등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규정

ISP 등의 

협력
―

◦ISP, 포탈 등의 이용자 백신설

치 및 업데이트 지원

◦PC방 다중이용사업장의 백신설

치 의무화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보완

◦KISA의 침해사고 대응업무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보안패치 제작․배포요청을 규정

(망법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

56조)

◦이용자의 SW 정기 보안패치 책무

◦방통위의 SW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보안취약점 보완명령을 거부한 

SW에 대한 제공 중지명령

게시판

악성프로그램 

삭제 명령

―

※ 망법 전부개정안 제47조

 ㆍ방통위는 웹사이트 운영자 또

는 관리자에게 악성프로그램 

삭제를 명할 수 있음

◦방통위는 악성프로그램이 숨겨

져 있는 “게시판”을 발견한 경

우 운영자에게 삭제를 명할 수 

있음

인터넷방역

사이트 

구축․운영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 컴

퓨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역사이트 구축․운영

이용자 

컴퓨터 등 

접속 요청

―

※ 망법 전부개정안 제46조제2항

 ㆍ방통위는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스

템 접속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원인분석, 

악성코드 샘플채취를 위해 컴퓨

터에 접속을 요청할 수 있음

백신소프트

웨어 

성능향상

―

◦백신소프트웨어 성능점검 및 결

과공표

◦백신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정

보제공 및 대응요청

◦성능 미달 백신소프트웨어 보완 

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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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sinkhole 

적용

―

◦방통위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

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DNS 싱

크홀 적용 명령 가능

좀비PC에 

대한 ISP의 

조치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제

2항

 ㆍ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침해사고에 

이용되고 있는 이용자의 시스

템 접속제한 가능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제48조

 ㆍ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

약관에 따라 보호수단을 설치

를 이용자에게 요구하고 거부

시 접속제한 가능 

◦정부: 피해신고 접수, DNS 씽

크홀 운영을 통해 감염PC 파악 

및 정보제공

◦ISP: 정부로부터 통지받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PC치료 

지원(인터넷방역사이트 링크제공)

◦이용자: 감염PC 치료 등 협력

◦ISP : 이용자 컴퓨터가 다른 정

보통신망에 위해를 가하거나 급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용약

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지․제

한 가능

보안프로그램 

긴급 배포
―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에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방통

위는 용도제한용 보안프로그램

(이른바 전용백신)을 배포할 수 

있음

방통위의 

접속경로 

차단 및 

긴급 접속 

제한명령

◦KISA의 침해사고 대응업무 중 

하나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등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

단 요청을 규정(망법 제48조의2 

및 시행령 제56조)

◦이용자 컴퓨터에 대한 긴급접속

제한 명령은 관련규정 없음

◦공격사이트 접속경로 차단 등을 

통해 침해사고 확산 방지

◦심각단계와 같은 중대한 위기시 

방통위는 ISP에게 좀비PC에 대

한 차단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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