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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o 사물인터넷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큰 전망을 가진 산업임. 공중보건, 교통, 에너지, 스마
트 도시 및 기타 분야에서 여러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
o 이에 따른 이익이 편의성과 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개선된 안전성, 삶의 질,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역량 등을 통하여 사회에 누적되고 있음.
o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의존성이 인적 자본에서 IoT로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은 위
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성과 실패가 생겨나
고 있음.
◦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보안실패는 재정적 비용과 사생활침해로 국한되어 왔으나, IoT
의 실패는 공공안전, 인간의 삶 그리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임.
o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이버 이슈들을 고려해야 함.
◦ 삶과 공중안전(Human Life and Public Safety Consequences)
◦ 사이버 공격자들의 능력과 의지(Adversary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 대중의 인식과 신뢰(Public Perception and Trust)
◦ 긴급성(Urgency)
◦ 개인정보보호(Privacy)
◦ 세계 시장과 공급망(Global Markets and Supply Chains)
◦ 시장 구별과 회계(Market Distinction and Accounting)
◦ ICT와 IoT의 차이점(Difference between ICT and IoT)
◦ 시장긴장(Market Tension: Secure IoT vs IoT Security)
◦ 외부효과(Externalities)
o 미국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일관된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몇몇 문건들은
IoT 보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IoT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사물인터넷에 관한 전략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신뢰성임. 본 보고서는 인간의 삶
과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IoT 기술의 신뢰성을 통해 신뢰를 보장하는
IoT 사이버 안전 전략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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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를 위해 한미 협력의 맥락에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구해야 함.
◦ 보다 안전한 IoT 구성요소, 제품, 관행
◦ 사이버보안 역량과 능력 향상을 위한 개방성과 협력 촉진
◦ 주요 지역적 파트너와 안전성, 탄력성 및 유대관계 강화
o 구체적인 한·미 협력 방안 정책 권고는 다음과 같음.
◦ 보안내재화(Security by Design)와 사이버보안을 위한 인센티브 조정
◦ IoT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 평가
◦ 공급망 전체 투명성 향상
◦ IoT 보안에 더 많은 사회적 참여 촉진
◦ 정부, 기업, 개인 연구자들 간 자원, 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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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과 IoT 보안의 중요성

o 사물인터넷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큰 전망을 가진 산업임. 공중보건, 교통, 에너지, 스마트
도시 및 기타 분야에서 여러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
◦ 이러한 진보는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화된, 서로 연결된 장치들과 기존 제품에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 주도됨.
◦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서비스 및 효율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
o 이에 따른 이익이 편의성과 경제를 통해서, 그리고 개선된 안전성, 삶의 질,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역량 등을 통하여 사회에 누적되고 있음.
1) 건강관리 및 공중보건
◦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새로운 진단 및 치료 옵션들이 수백 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임.
이러한 진보는 더 광범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2) 교통
◦ 스마트 자동차는 도로 위 사고사망자를 없애고, 교통 혼잡과 오염을 줄이며, 사람들의 이
동성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음.
◦ 항공분야에서는 승객 수송량증가, 연료 및 비용 효율성 증대, 안전 기록의 개선이 기대됨.
해상 및 철도 산업도 마찬가지 임.
3) 에너지
◦ 에너지 부문에 IoT 도입은 전력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연료 생산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대체/재생 에너지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함.
4) 스마트시티
◦ 기기의 증가는 공공재 관리에 새로운 능력을 열어줌.
◦ 공공 행정 담당자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수질, 인프라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환경
조건에 엑세스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민첩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음.
o 더욱이, 오늘날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미래에 수조 달러의 배당금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
됨. 이러한 투자는 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사모펀드(private equity), 벤처 캐피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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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개인 및 킥 스타터 규모의 캠페인 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음.
o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 시장, 그리고 비용효율성
등 최고부터 최저 수준의 이익들이 조직, 산업, 사회로 가게 될 것임.
◦ IoT 장치는 기존 기술들을 대체하면서 미래 경제에 수조 달러의 이상의 가치를 낼 것으
로 기대됨.
◦ 한국과 미국은 2020년까지 IoT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됨.
o 우리의 의존성이 인적 자본에서 IoT로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들은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의 속도와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성과 실패가 생겨나고 있음.
o 소프트웨어는 우연히 또는 공격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내재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는 이러한 위험성을 다루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 보안실패는 재정적 비용과 사생활침해로 국한되어 왔으나, IoT의
실패는 공공안전, 인간의 삶 그리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임.
o 연결성 역시 잠재적으로 적대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의 노출을 증가시켜, 새로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o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연결성 모두 위험 모델을 분산된 시스템(실패가 고립되는 경향이 있
음)에서 중앙 집중 시스템(실패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향)으로 전환함.
◦ 우리가 얼마나 IoT에 큰 재정적/사회적 베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o IoT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공급망 및 파트너 의존성 역시 높아짐.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신용카드정보, 개인정보 그리고 이미 활용중인 IoT 장치들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
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 사이버 보안이 인간의 삶과 공공 안전에 영향을 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은 시장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투자자,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함.
◦ PTC의 CSO이자 아틀란틱카운슬의 사이버 안전 혁신 연구원인 Josh Corman은 다음과
같이 말함.
◦ “의지할 수 없는 IT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의존성으로 인해 우리는 단 하나의 이상치의
행동만으로도 인간의 삶,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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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사이버보안 이슈

o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이버 이슈들을 고려해야 함.
1) 삶과 공중안전(Human Life and Public Safety Consequences)
◦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들은 동시에 해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주요 인프라 및 공공안전 시스템이 점점 더 IoT를 채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
고,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기능들의 이점과 단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랜섬웨어는 의료 기기 작동 중단, 제약 생산 중단을 야기했으며, 철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인간의 삶과 공공안전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2) 사이버 공격자들의 능력과 의지(Adversary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 사이버 공격의 전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고의적인 공격자들은 점점 더 유능해지
고 있음.
- 높은 능력을 가진 공격자들은 자신의 이익 향상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을
활용하고 있음.
◦ 도구, 전략, 프로세스 등은 높은 수준을 지닌 공격자들로부터 몇 달에서 몇 년 이내에 가
장 낮은 수준의 사이버 공격자들에게 까지 전파되는 경향이 있음. 반면 주요 사이버시
스템들의 수십 년의 장치 수명을 가지고 있음.
◦ Mirai Botnet, WannaCry 및 NotPetya와 같은 공격들은 상대적은 낮은 기능, 공개적으
로 사용 가능한 도구 및 기술들이라도 한국과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랜섬웨어 및 extortionware의 번성으로 사이버 범죄가 점점 더 실체화 되고 있음.
◦ 사이버 공격의 증가율은 전 세계 온라인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공격들이 취약한 IoT 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임
3)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 국가 안보는 국가의 주요 인프라의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 그리고 탄력적 운영에 달려있
음.
◦ 이 분야의 시스템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구성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연결성을 통해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
되어 조직, 경제 부문 및 사회 전반 시스템에 위험이 따르게 됨.
◦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교차 분야적(cross-sector) 이해와 연구가 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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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지지 않고 있음.
◦ 이런 와중에, 고의적인 사이버 공격자들이 점차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위한 역량을 키워가고 있음.
4) 대중의 인식과 신뢰(Public Perception and Trust)
◦ 역사적으로 대중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 사물인터넷 기술을 신
뢰하는 대중들 사이에서의 자신감의 하락은 관련 투자와 사회적 이익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
◦ 생물학적 테러 또는 사이버 공격과 같은 잠재적인 해악의 외부적 원천은 주요 시장에서
의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함.
◦ 보안 위험이 발견되고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기업들이 이
를 숨기려 노력지만, 이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여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음.
5) 긴급성(Urgency)
◦ 사물인터넷에 대한 혼란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성이 다뤄져야 함.
◦ 지난 12개월간의 사건들은 한국과 미국이 각국의 GDP의 대부분, 약 수조 달러를 독립적
으로 보유하고 지원하고 있는 시장 부문에서의 보안실패 및 방어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
지 않음 보여주고 있음.
◦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 전자공학, 그리드, 기타 IoT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대체하는 데
수년 또는 수십 년이 걸릴 경우, 모든 경제 부문의 지연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 및 국가
안보에 복합적 위험이 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임.
6) 개인정보보호(Privacy)
◦ 전 세계의 대중들과 정부는 사물인터넷의 사생활 관련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
음.
- FBI는 장난간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경고했으며, 연구자들은 카메라의 원격 감시 기능을
입증했고, 소매 업체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보다 스마트 워치 시장 확대에 집중
하고 있음.
◦ 한국과 미국 시장은 구매 원동력 시장으로서 다른 곳들 보다 프라이버시에 대해 덜 민감
한 경향이 있음.
◦ 하지만, 만일 제조업체들이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장치를
채택할 준비가 되기 않았다면, 정서나 법률상의 변화가 제조업체들을 바뀌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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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 시장과 공급망(Global Markets and Supply Chains)
◦ 사이버 보안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 영향을
미침.
◦ 인센티브와 목표가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정되는 경우, 이질적인 국가들도 사이
버 정책 영역에 적극 동참하지는 않을지라도 협조의 태도를 보일 것임.
◦ 품질, 안전성, 비용 및 시장 출시 속도 등의 변화들은 공급망 전체로 퍼져 모든 관계자들
에게 이익을 주거가 손해를 입힘.
- 이것은 개선을 통해 이해 관계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비(非)-제로섬(non-zero sum)을
전제 조건으로 함.
◦ 보다 다양한 공급망은 최종 제품 제조업체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줌. 제조업체들은 원
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공급 업체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며, 다른 모든 비용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음.

8) 시장 구별과 회계(Market Distinction and Accounting)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의 파워는 소비자가 대안들을 비교하여 비용, 책임 및 위험 등
을 인지할 수 있는 한 자체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오늘날 IoT 시장에서 그렇지 않음. 구매자들을 종종 IoT 장치들 간 보안 상태를
비교할 수 없어 불평함.
- 어떤 면으로는 그들이 보안성에 대한 추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다른 면으로는 지
나친 투자를 의미함. 두 경우 모두 위험과 비용은 차선책임.
◦ Mayo Clinic의 Kevin MaDonald는 방대한 테스트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노골적
으로 “이것은 단지 또 다른 고물 컴퓨터일 뿐이다”고 함.
9) ICT와 IoT의 차이점(Difference between ICT and IoT)
◦ 그러나 IoT는 단지 또 다른 컴퓨터가 아님. 전통적인 ICT와 IoT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
점이 있음.
◦ 대부분의 ICT 보안 “모범 사례”는 공통 기술과 확립된 경제적/시간적 척도를 지닌 기업환
경 내에서 기밀성 영향도(confidentiality impact)와 함께 재정적으로 동기부여된 공격자
들에게 적합한 경향이 있음.
◦ 기업 IT와 비교할 때, IoT와 사이버 보안의 차이는 장치의 설계, 제작 또는 운영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장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설명된다는 것임.


결과(Consequences) – 소프트웨어가 안전 필수 시스템에 종속적일 때, 보안 실패는
생명 및 공공 안전 영향을 포함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위험을 나타냄. 더 많은 IoT

7

한·미 협력: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보안 방향

가 주요 인프라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보안 실패의 결과는 국가 안보와 미국 경제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부분 IoT 장치들의 연결성과 노출 특성은 피해가
국경 없고 마찰 없는 인터넷의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함.


공격자(Adversaries) – 각 공격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 동기,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향한 일부 공격은 잠재적 피해를 바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공격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을 추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이데올로기적 행위자들은 피해를 입히길 원하며, 범죄 집단들은
시스템 소유자가 더 높은 몸값을 지불하길 원함.



구성(Composition) – IoT 장치의 일부 구성요소(예: 안전시스템)는 일반적인 IT 환경
에서 찾을 수 없음. 센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저전력 칩, 내장형 제어기, 제
한된 배터리 수명 등과 같은 요소들은 설계 및 반응에서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제한함.



경제성(Economics) – 안전 시스템을 위한 구성요소는 보호를 위한 높은 수준의 자원
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낮은 제조원가를 요구하며, 마진 또한 더 낮을 수 있음. 백만
달러 데이터 센터를 위한 보안은 능력은 42센트 마이크로 칩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
할 비용이 필요할 것임.



상황과 환경(Context and Environment) – 안전 주요 시스템은 종종 고유한 운영적,
환경적, 물리적, 네트워크, 즉각/실시간, 법적 맥락 안에서 존재함. IoT 장치는 일반적
으로 매우 이동성이 높고, 주로 방화벽이나 세그멘테이션 외부에 있는 경향이 있음.



시간규모(Timescales) – 수십 년 동안 종종 설계, 개발, 구현, 운영, 쇠퇴에 걸친 시간
규모가 측정됨. 오늘날 설계 시 안전 시스템은 10년, 20년, 40년 동안 유지 될 수
있음. 반응 시간은 아마 구성, 맥락, 환경으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IT보다 길 수 있음.
하지만 사이버 보안 실패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 피해를 막기 위해 앤터프라이즈 IT
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음.

10) 시장긴장(Market Tension: Secure IoT vs IoT Security)
◦ 전반적인 IoT 시장과 IoT 보안 시장간 시장긴장(market tensions)은 전반적인 비용을 높
이고, IoT 장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며, 보안/안전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IoT 보안 시장의 급성장은 제조업체들이 설계 단계에서의 통합 시, 또는
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함.
◦ 반면에, 운영자들은 종종 IoT 설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애프터마켓 솔루션을 구현해
야 한다고 생각함.
-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장치의 보안 모델 디자인 기능에 거의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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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유자는 비용 상승과 부담 증가를 피하려고 할 수 있으며, 장치 보호에서의 그들
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
- 이는 운영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Mirai Botnet이 안전하지 암호로 설계된 이러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
자는 이를 보완하지 못했음.
11) 외부효과(Externalities)
◦ 높은 가치, 높은 의존성 시스템과 더불어 저비용의 낮은 보안 장치의 확산은 사회, 시장
및 국가 안보의 회복력에 위험 요소를 초래함.
◦ 앞서 언급한 Mirai Botnet은 이러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미국 인터넷에 큰 영향
을 미침.
◦ 그러나 타격을 받은 장치의 네트워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소유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음.
◦ 이것은 비용과 이익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IoT 장치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많은 외부 효과 중 하나이며, 경제학의 “공유지의 비극”과 종종 비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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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oT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

o 미국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일관된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는 의회와 행
정부가 정책적 입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님.
o 몇몇 문건들은 IoT 보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IoT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 파트
는 이러한 정책 문서, 사이버 보안 및 국제무역 전문가 그리고 IoT를 촉진하고 확보하는 기
타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o 미국의 기술 전략은 제품들이 지나친 비용, 지연, 또는 소비자/기업/여러 부문에 미칠 위험
없이 시장에 도달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또 국내외의 미국 기업과 제
품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음.
o 사물인터넷에 관한 이러한 전략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신뢰성임.
◦ 특히 사이버 보안의 실패가 인간의 삶과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더욱 명백한 사실임.
◦ 예를 들어, 커넥티드 카를 운전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의 신뢰, 커넥티드 의료기기를 구입
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 핵심 인프라에 기술적 의존성을 채택을 허락하는 정부의
신뢰 등.
o 그러나 근거 없는 신뢰는 더욱 능력 있는 사이버 공격자들 존재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무작위적인 사고를 통해 빠르게 사라짐. 이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는 사물인터
넷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상실하게 됨.
o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인간의 삶과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IoT 기술의 신뢰
성을 통해 신뢰를 보장하는 IoT 사이버 안전 전략을 주장함.
o 이를 위해 한미 협력의 맥락에서 미국의 정책은 다음을 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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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 안전한 IoT 구성요소, 제품, 관행
o 사이버 공간을 위한 미국의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성공을 위한 요소를 요구함.
◦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이익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장려함
으로써 발생할 것임. 또한 무엇이 신뢰를 떨어뜨리는지 알면,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지 않
도록 장려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것임.
o 설계 단계에서 제품에 장착되는 기능들은, 나중에 장착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비용을 줄이며, 운영자에게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
◦ 장치 기능들이 클라우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 스토어로 확장 될 때, 동일한 원
칙이 적용됨.
◦ 이 아이디어는 종종 ‘보안내재화(Security by Design)’이라고 불림.
o 이러한 실행은 종종 대안과 비교하여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적을 방어하고, 단
념시킬 수 있음.
◦ 종종 정식 또는 사실상의(de facto)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시장의 힘을 발생하
게 함.
◦ 또한 이러한 기능들은 정보 공유와 같은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고, 경험에 기반 한 보안
모델을 허용함.
o 따라서 인센티브는 다른 접근 방식보다 보안내재화 방식을 따라야 함.

2. 사이버보안 역량과 능력 향상을 위한 개방성과 협력 촉진
o “미래는 이미 여기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Willam Gibson
o 개방성과 협력은 미국의 사이버 공간 전략의 초석임.
o 미 국무부 장관 John Kerry가 서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함.
◦ “미국은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의 진흥이 우리의 외교 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생
각하고 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심의와 고려와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 즉 개방성은 안보의 다른 측면 아니라, 보안을 강화시키는 것임.
o 최고의 기능, 효율성 및 보안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 그들이 발견되는지 또는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는 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의 발견과 사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o 안정적인 공공 플랫폼을 통해 IoT 개발자는 저렴하고 신뢰할만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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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기간, 비용 그리고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압도적인 수의 IoT 장치는 자원단체에 의해 개발되고 공개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
젝트를 포함함.
◦ 취약성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사이버 보안 연구자들은 IoT 제조업체들이 공격자들의 공
격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줌.
o IoT 장치와 응용프로그램이 번성할 때, Apple, Google과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로 작동하는
사이버 보안 디자인 모델의 의사소통에서 더 높은 개방성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 운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냄.
o 개방성과 협업은 재료, 제품, 전문지식의 품질과 가용성을 향상시킴.
◦ 이러한 혜택은 개인, 신생기업, 기존 기업, 주요 인프라, 정부 모두에게 발생함.
◦ 개방성과 협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최신의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경험함으로
써 가장 많은 것을 얻음.
o 한국과 미국 간 개선된 개방성과 협력은 공급망 구성요소, 완제품, 전문지식의 질과 다양성
을 향상시켜 미국의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강화시킴.
◦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에서 개방성과 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임.

3. 주요 지역적 파트너와 안전성, 탄력성 및 유대관계 강화
o 한국과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기술 및 정치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
◦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선진국이자 민주국가, 자본주의 경제국 중 하나임.
o 미국은 예측이 쉽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호환이 잘 되지 않는 아시아 내에서 한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

12

Ⅳ. 정책 권고: 한·미 협력 방안

Ⅳ

정책 권고: 한·미 협력 방안

1. 보안내재화(Security by Design)와 사이버보안을 위한 인센티브 조정
o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안내재화라는 통합적인 사례가 있음. 이러한 관행은 전체적
으로 운영상 위험과 비용을 줄이며, 광범위한 경제에 배당금을 지불하는 외부 효과를 줄임.
o 그러나 보안내재화를 따르는 장치의 초기비용은 보안 기능이 없는 장치보다 높을 수 있음.
o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성과 보안적 디자인을 지원하는 구성요소, 완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시장 상황을 조정할 수 있음.
◦ 이 중 다수는 표준, 제안된 입법, 업계 지침 및 미국 정부가 발행한 기타 문서와 일치함.
o 프로세스, 기능 및 진행 중인 관행의 일부 예는 다음과 같음.
◦ 적대적인 탄력성 모델링과 테스트(Adversarial resilience modeling and testing)
- IoT 장치 및 구성요소들은 잘 알려진 또는 예상된 위험과 적대적인 조건에서 보다 엄격
하게 테스트되며 탄력적임.
- 적대적 위협 모델링, 결함 테스트, 침투 테스트 및 기타 사이버 보안 관행은 설계와 개
발 단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결함 또는 약점을 파악해냄.
◦ 공급망 준엄(Supply chain rigor)
- 추적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체인은 출처, 품질, 총비용, 기능 차이를 보여줌.
- 이는 제조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함.
◦ 알려진 결함을 피함(Avoid known flaws)
-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되지 않는 한 오래되면 숙성되는 와인보다 상하게 되는 우유와
같을 수 있음.
- 개발자는 종종 최신 버전이 아닌 취약성을 지닌 익숙한 버전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사용함. 많은 좋은 도구들이 개발자가 알려진 결함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
◦ 안전한 개발 라이프 사이클(Secure Development Lifecycles)
- 안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표준 및 프레임워크는 제조업체가 프로세서의 완
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줌.
- ISO, NIST, MIcrosoft 및 기타 문서들이 포함됨.
◦ 변형 가능한 크리덴셜(credentials)
- IoT 장치의 암호를 알고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모든 상대방들은 IoT 장치에 접근 할
수 있음.
- 방어자들을 방해하는 하드코드화 된 암호는 종종 인터넷이나 제품 설명서에 공개적으
로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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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학적 정당한 증거 획득(Forensically sound evidence capture)
- 변조 또는 조작적 편차의 증거를 포착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장치는 안전 및 보안 검사를
촉진함.
- 특히, 증거가 그 자체로 변조에 저항할 때 더욱 촉진 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커니즘(Software update mechanism)
- 보안 업데이트를 수락하기 위한 기본 제공 기능은 운영자들에게 보안/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
- IT 업계에서 가상 성숙한 기능중 하나는 신속하고 안전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임.
◦ 격리 및 세분화(Isolation and segmentation)
- 네트워크 구성요소에서 중요한 운영 요소를 분리하면 위험하고 공격적인 상황에 대비
하여 IoT 장치의 회복력이 향상됨. 또한 장애 발생 시에도 장치가 작동할 수 있음.
◦ 보안업데이트(Publishing security updates)
- 장치의 유효 수명 전체에 걸쳐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제조업체는 소유자 및 운영자
에게 가치를 높여주고 외부효과를 줄임.
◦ 취약점 공개 정책 협력(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불가피한 부산물임. 보안 취약성에 대한 보
고서를 수락한 사용자는 보고서를 권장하지 않는 사용자보다 방어적으로 이점이 있음.
o 이 실행들은 또한 안전하지 않은 IoT 장치를 안전한 장치로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
거나 장애물을 줄일 수 있음.
o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자유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일부 인 외부효과
에 특히 유용한 경향이 있음.
◦ 1990년대 미국은 오래된 차를 새로운 차로 교환할 때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Cash for Clunkers”를 운영했음.
- 이는 경제를 자극하여 탄소배출량이 높은 차량의 선호도를 낮춰 공기 오염수준을 낮추
는 효과를 가져 옴.
- 국제 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와 비슷한 조치를 취함.
o HHS Healthcare 사이버보안 테스크포스는 의료 장치에서 이와 비슷한 전략을 제안함.
◦ 이 단계는 대상 장치와, 대체장치 모두에 대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결부시키는 것을 필요
로 함.
◦ 이를 통해, 가장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장치가 교체되고 대체장치로 개선되도록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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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안전하지 않은 IoT 장치 또는 기능의 수입과 판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연
구해야 함. 사이버 보안의 실패로 인한 결과가 더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보장되어
야 하며, 시급함.
o 일부 제품과 기능들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 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
거나 제한됨.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 임.
◦ 패치 할 수 없는 IoT 장치는 치명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여러 나라에서 금지된 장난감인
lawn dart과 비교됨.
o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장치와 기능들이 차량 라이센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음.
o 요약
◦ 안전성과 보안 내재화 원칙을 설계에 통합한 공급업체, 구성요소 및 IoT 장치에 대한 인
센티브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덜 안전한 구성요소 및 장치에 대한 잠재적 비용을 줄임.
◦ 안전성이 떨어지는 IoT 장치를 보안 내재화에 의한 안전/보안 원칙을 포함하는 장치로
대체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미국의 주요 인프라의 안전 및 보안을 보호 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평가
◦ 안전하지 않은 장치의 판매 또는 수입을 제한하고, 위반사항, 안전 영향, 소비자 신뢰 손
실 및 외부효과 등과 균형을 조정하는 영향을 연구함.

15

한·미 협력: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보안 방향

2. IoT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 평가
o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버 및 물리적 세계가 점
점 더 융합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프라를 방어 및 보호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의하고 구현해야함.”
o 미국은 이러한 조치 가운데 한국과 협력할 수 있음. 양국의 강점인 제조 경험과 IoT의 특성
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평가들 중 하나는 IoT에 적용되는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중심으
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지난 수십 년 동안 Lean Manufacturing 사례는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키고, 품질을 높이며
비용을 줄이고 출시 시간을 단축시켰음. 비슷한 접근방식이 최근 IT 업계에 보급되었으며,
IoT 업계의 얼리어답터들에게 익숙해짐.
◦ 지속적인 개선 결과가 IoT에 적용되면 소프트웨어 결함 감소, 선택의 복잡성 감소, 추적
성 향상, 비용 및 위험 예측 능력 향상, 보안문제에 대한 민첩한 대응 등의 유사한 효과들
을 누릴 수 있음.
◦ 이 전략은 신흥 산업 분야의 모범사례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정책 전략에
서 제시된 원칙과도 일치함.
o 다른 유망한 접근 방식은 고급 기능 및 방법을 보안내재화 능력 향상에 적용시키는 것임.
◦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DARPA 프로젝트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안전하고 보안성이
있는 구성을 자동으로 감지,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운영자는 시스템 구성을 최소 권한 및 최소 복장성의 원칙에 보다 일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체에게 최적의 기본 값을 알릴 수 있게 됨.
◦ 이러한 조치는 사이버 공격자들의 공격을 크게 감소시켜 방어 효율성을 높임.
o 요약
◦ 한·미간의 기업, 학계 및 정부 간 협력을 포함하여 IoT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 연구 및 적용을 촉진
◦ Io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구성에 지속적인 개선 또는 Lean

Manufacturing과 같은 보안내재화를 적용하는 원칙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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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전체 투명성 향상
o IoT 장치 제조업체와 운영자는 모두 보안 취약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투명성은 이해관계자 그룹 모두가 제품과 구성요소를 구별하고 의사결정 전체 비용과 위험
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o 이 두 가지 속성 모두 자유 시장의 힘을 강화하여 사이버 보안 및 안전 기능을 형성함.
o 상품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구매자는 품질 및 출처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음.
◦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위원회(The President’s Commission on Enhancing National
Cybersecurity)는 IoT 사이버 보안을 위한 ‘nutrition label‘을 요구함.
◦ 또한 NTIA 다중이해 관계자 프로세스는 업데이트 가능성 및 패치 가능성 전달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함.
◦ CITL(Consumer Independent Testing Lab)은 레이블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응
용 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화된 점수를 산출함.
o 소프트웨어 재료 사양서(Bill of Materials)은 구매자가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결함을 물론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o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에 대한 취약성 또는 수명 만료시점을 알게 되면, 소유자와 운영자는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Mayo Clinic, FS-ISAC, FSSCC, UL 및 기타 업체들은 프로세스, 지침,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
◦ 국회법안, 청문회, 지침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재료 사양서에 대한 집행 조치도 통합되
고 있음.
o 요약
◦ 사이버보안 라벨링 이니셔티브를 홍보하여 일반 인식을 향상시킴
◦ 구매 시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홍보 또는 요구하여 시장 옵션에서 식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용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 발견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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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보안에 더 많은 사회적 참여 촉진
o 한국과 미국 모두 IoT 보안에 대한 인식, 지식, 경험, 교육을 요구함.
o 라벨링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기술적인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향이 있음.
o 컴퓨터과학 대학 및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보안 교육과정, 학술 연구 프로그램과 같은
공식 프로그램이 있음.또한 독립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o 공식 및 비공식적 역량 구축이 지원되고 촉진되어야 함.
o 대학은 사이버 보안 원칙을 가르치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포럼을 제공함.
◦ 그러나 컴퓨터과학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조차 사이버보안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졸업한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음.
◦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함.
o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원칙과 보안을 위한 자세에 대한 이해를 심어줌으로써
시장성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한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함.
o 방어프로그래밍, 제한된 코드베이스 언어, 정적/동적 테스트 도구 및 기타 방법에 대한 교육
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은 학생들의 코드 작성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임.
◦ Cyber 9/12와 NCCDC(National Collegiate Cyber Defense Competition)와 같은 대회
는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원칙과 실현을 배우고 적용하
도록 장려함.
o 한국과 미국은 협력하여 지식과 관행을 공유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학생들의 노출을 높
임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인력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o 미국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은 컴퓨터, 태블릿, 휴대 기기 및 IoT 기기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 많은 학교에서 기술관련 수업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은 사이버 보안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비영리 단체인 Hak4Kids와 같은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사이
버 보안 관련 학습을 포함한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초기단계를 가르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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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립적인 보안 연구원들은 제조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IoT 장치의 보안 및 안전성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결함을 발견하고 보고함.
o Vulnerability Coordinators, Bug Bounty 프로그램과 같은 방어적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o 또한 이러한 형태의 비공식 교육 및 전문지식의 구축으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IoT 보안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
o 그러나 회사가 취약점 공개 정책을 발표한 경우에도, 법적 제한으로 이러한 결함에 대한 조
사 및 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음.
o 이러한 법적 제한 중 하나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사물인터넷의 안전, 보안 및 개인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유형의 사이버
보안 연구를 면제함.
o 더욱이, 국회도서관에서는 이 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지속될 것을
권고하였음. 원래의 DMCA 규정을 포함하는 KORUS 협약은 이러한 면제를 반영하여 개정
되어야 함.
o 미국은 제조업자들과 해커스페이스(hacker-spaces)를 조장함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독립적
이고 비공식적인 역량 강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음.
◦ 이 장소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음.
◦ 해커-스페이스는 현대 연구자들의 연구소와 같음. 이곳에서 특허, 신생기업, 예술 프로젝
트 및 기타 사회 혜택이 되는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험과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시설은 미국의 여러 사이버 범위의 KISA의 IoT 테스트 연구소와 유사한 IoT 장치를
위한 독립적인 테스트 랩으로 사용할 수 있음.
o 기업 스폰서십 및 정부 보조금은 이러한 공간의 수와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o 또한 IoT 장치 제조업체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많
은 시민 사회 이니셔티브가 등장하고 있음.
◦ BuildItSecure.ly는 전문지식을 내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스타트업 규모의 회사들에게
조언, 지침, 참조 모델 및 기타 리소스 등을 제공함.
◦ I Am The Cavalry 역시 사이버 안전을 개선하는 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신뢰도가 높은 협업 환경에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가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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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공공부문은 할 수 없고, 민간부문은 할 의지가 없는 영역을 해소
해주고 있음.
o 요약
◦ 미국은 컴퓨터과학 및 공학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모든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수업을 장려하며, 관련 행사 및 경쟁을 촉진해야 함.
◦ 미국은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한국의 사이버보안 고등학교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Hak4Kids와 같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양국의 협력을 추구해야 함.
◦ 의회도서관장이 지정한 DMCA 면제 조항을 반영하여 KORUS 협약을 개정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 채택 증진과 한미 사이버 보안 연구 역량을 강화함.
◦ 한·미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제조업체 공간과 해커공간을 촉진함. 작은 IoT 장치 제조업체
가 비용 효율적으로 보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독립적 이니셔티브들과 협력함.

5. 정부, 기업, 개인 연구자들 간의 자원, 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
o 한국과 미국은 이해관계를 공유하여 투자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을 촉진
해야 함.
o 양국은 이데올로기적, 범죄적 공격자들을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더 많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대상들로부터의 위협을 공유해야 함.
o 법 집행기관, 정보기관, 업계 관계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는 양국의 지식과
방어를 향상시킬 수 있음.

o 기존 인터페이스와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
일 수 있음.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CERTs)와 같은 오래 유지되고 있는 조직은 정
부, 학계 및 산업계가 새로운 사이버 공격, 취약성 및 기타 인터넷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Centers, ISAC 및 ISAO와 같은 최신 단체들 역시 산업
부문과 지리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이 기관들은 미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가입하도
록 권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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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과 미국은 또한 공동선을 위한 투자를 조정할 수 있음. 사이버 범위와 테스트 실험실에
서 얻은 지식이 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우,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권장함.
◦ 서로의 시설에서 협력을 통해 연구자들 간 시험 방법을 공유하고, 경험하며 관계를 구축
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협력하여 경험과 시장가치를 구축함으로써
두 시장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국은 북부 버지니아 지역에 2곳의 창업 보육 센터를 설립했으며, 미국역시 한국에 동
일한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o 요약
◦ IoT의 공통된 위협, 취약성 및 효과적 관행에 대한 법 집행기관, 정보기관, 업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 기존 기관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IoT 사이버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공동 작업을 보다 효
과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킴
◦ 실험실 및 사이버 범위에 대한 투자를 공유하고, 결과가 IoT 사이버 보안 생태계를 개선
할 수 있는 경우 국가 간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프로젝트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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