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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1년 5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로 전 세계는 랜섬웨어가 기반시설을 마비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랜섬웨어는 군사시설은 물론 국가핵심 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와 기능 수행을 방해하며, 의료기관을 마비시켜 보건안보 위기상황을 야기하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과는
달리 사이버범죄로 취급되어 그 대응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2021년 7월
9일 바이든과 푸틴은 정상 통화를 통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태를 일으킨 레빌(Revil)에 대해
압박을 가하였다. 또한 미국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세계 30개국과 더불어 랜섬웨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반시설 마비로 사회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가상
화폐를 통한 경제적 이득의 획득으로 경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
진영화를 가속화시켰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이 더욱 증가
하면서 그 대응에 있어 진영화가 확산된 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랜섬웨어 대가(몸값)을 지불한 경우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 또는 통과시켰으며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공동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랜섬웨어 대가(몸값) 지불 수단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진영화 시대에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적 역량을 더욱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랜섬웨어, 대가(몸값), 가상화폐, 사이버워킹그룹, 콜로니어 파이프라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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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랜섬웨어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그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대가(몸값)를 탈취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이버공격과는 달리 사이버범죄로 취급
- 물리적 공간에서 강도나 테러범 등이 인질을 잡아 몸값이나 정치적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던
방식이 사이버공간으로 변형된 범죄
- 따라서 그 대응에 있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와 소추 등 형사적 공조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협력이 확대
• 한편 2021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은 기존 랜섬웨어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
- 즉 미국 본토의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여 물리적 공간으로까지 사회적
혼란과 혼동을 발생
- 사이버공간을 통한 공격이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되어 미국에 대한 물리적 침략으로 인식
- 그동안 미국 사이버안보 관련 학자들이 주장하였던 사이버 진주만 공습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준 사건으로 인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대응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가 공조와
협력을 확대
- 2021년 7월 바이든과 푸틴은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 해커 그룹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사이버공격과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모색
• 랜섬웨어는 기반시설, 군사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켜
국가안보를 위협
-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사이버범죄자들의 외화 획득을 방조
또는 독려하는 경향
-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랜섬웨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묵인 내지 방조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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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배후 해커들을 동원하여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외화 벌이를 독려
-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행태에 대해 미국과 서방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반시설 마비로 사회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가상화폐를
통한 경제적 이득의 획득으로 경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 진영화를 가속화
-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
• 따라서 이 전략보고에서는 기존 사이버공격과 다른 랜섬웨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이후의 국제적 협력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랜섬웨어 대응의 진영화를
고찰
- 이를 기반으로 랜섬웨어 대응 진영화를 고려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정책을 모색

Ⅱ. 랜섬웨어에 의한 안보 위협

1. 랜섬웨어 주요 사례와 대가(몸값) 지급 이유

가. 랜섬웨어의 특징

• 랜섬웨어는

사이버 공격자가 사용자의 파일과 시스템을 암호화(暗號化, encryption)하여
데이터와 정보통신시스템을 잠금으로써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1)
-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암호화된 시스템을
복호화(復號化, decoding)시켜 주겠다고 협박

1) CRS, “Colonial Pipeline: The DarkSide Strikes,” IN11667, May 11, 2021.

2

랜섬웨어 대응의 진영화와 우리의 정책 방안

June 2022. No. 168

• 최근에는

‘서비스로서의 랜섬웨어’(ransomeware-as-a-service: RaaS)공격이 성행2)
- 이는 개발자가 랜섬웨어 공격 기법을 개발한 다음 일정 금액이나 대가(몸값)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운영자에게 이를 판매하면 운영자가 공격을 감행하는 사이버범죄3)
• 랜섬웨어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잠금(암호화)을 풀어(복호화)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이버 공격과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사이버 범죄로 취급
-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을 통한 기밀 정보의 탈취, 지적재산권의 절취,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애 초래, 주요 기반시설 마비를 통한 사회적 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사이버
공격과 구별

나. 랜섬웨어 주요 사례

• 2021년

5월 8일 미국 북동부 연료 수요의 45%를 담당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
- 이로 인해 파이프라인 운영이 중단되면서 미 남부에서 동부 해안까지 5,500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휘발유, 디젤류, 제트연료와 기타 석유 제품의 공급이 중단4)
- 콜로니얼 사태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미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유류제품 사재기를 하였고 가격을 대폭 인상한 주유소도
등장
-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는 랜섬웨어가 기반시설을 마비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초래

2) Ransomware Task Force, Combating Ransomware, Institute for Security Technology, p. 16.
3) Ibid.
4) Adam Segal, “Cyber Week in Review: May 14, 202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1. 5. 14), https://www.cfr.org/
blog/cyber-week-review-may-14-2021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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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다크사이드에 5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파이프라인 운영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5)
- 한편 다크사이드는 웹 사이트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비정치적이고 어느
정부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은 향후 회피할
것이라는 사과 성명을 발표6)
- 이는 이 해커 집단이 향후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그 결과를 감당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추정
• 2021년 7월 2일 러시아 해킹 그룹 레빌(REvil)이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카세야(Kaseya) 등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7천만 달러의 대가(몸값)를 요구
- 특히 카세야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인프라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800에서 1,500에 이르는 회사들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
- 레빌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 혹은 구소련에 기반을 둔 기관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으며 서방 회사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경우 면책된다고 보도7)
- 레빌은 러시아 배후 해커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의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외교적 대응을 모색

다. 랜섬웨어 대가(몸값) 지불 이유

• 최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카세야 등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은 데이터 복구와 서비스 지속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가 지급을 선택
- 기업이나 정부의 기능 · 서비스에서 디지털 수단에 대한 의존성이 확대되고 있는바, 이들은
랜섬웨어에 의한 서비스 중단으로 말미암은 기업 이미지 · 가치 및 국가 신뢰성 · 경쟁력
약화를 우려

5) Natasha Bertrand, Evan Perez, Zachary Cohen, Geneva Sands and Josh Campbell, “Colonial Pipeline did pay ransom to
hackers, sources now say”, CNN (2021. 5. 13), https://edition.cnn.com/2021/05/12/politics/colonial-pipeline-ransomware-payment/index.html?form=MY01SV&OCID=MY01SV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6) Joseph Cox, Pipeline Hackers Say They’re ‘Apolitical,’ Will Choose Targets More Carefully Next Time, MOTHERBOARD (2021. 5. 10), https://www.vice.com/en/article/bvzzez/colonial-pipeline-hackers-statement-darkside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7) Emily Harding, Kaseya Ransomware Attack Demands Action to March Rhetoric, CSIS (July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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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조속한 문제 해결과 서비스의 지속을 위해 랜섬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결정
- 피해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사이버 안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더욱 쉽게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가 지급을 결정
- 이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자들도 시스템 복구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대가로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대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유도
-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가 지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랜섬웨어 공격 횟수도
더욱 증가
•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익명성이 확보되고 자금 추적이 곤란한 상황 발생
- 사이버안보 전문기업인 파이어아이(FireEye)에 따르면 랜섬웨어의 증가는 가상화폐에 따른
익명성에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냄8)
- 익명성을 보장하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이 대가를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유인도 증대
• 코로나19의 대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원격학습 등의 증가로 생활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공격 기회도 증가

2. 랜섬웨어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 랜섬웨어는

국가주권은 물론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
- 랜섬웨어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국가의 핵심기능을 마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를 초래9)
- 병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보건안보를 위협함은 물론 경제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
하고 있음은 물론 조직범죄나 테러단체와 연계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

8) Pia Singh, “Increase in ransomware attacks ‘absolutely aligns’ with rise of crypto, FireEye CEO says”, CNBC, June 28, 2021.
9) 랜섬웨어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오일석, 이형동, “랜섬웨어에 대한 안보전략적 대응 방안”, 세종사이버안보포럼
발표자료(2022. 1. 27)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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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는

군사시설은 물론 국가핵심 기반시설을 마비시키거나 그 기능을 파괴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접근을 차단하여 혼란을 야기
- 미국은 랜섬웨어 공격을 기본적으로 사이버범죄로 대응하고 있지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를 통해 랜섬웨어가 기반시설을 공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실제로 경험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가(몸값)를 지급하는
경우 시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범죄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으로 돌아가 삶의
질 향상을 저해
- 랜섬웨어 대가(몸값)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경우
랜섬웨어 대가(몸값) 이상의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
• 코로나19 시대에 병원과 각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랜섬웨어 공격은 보건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
- 랜섬웨어 공격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방해하며 환자 정보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그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
- 영국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국민보건서비스(NHS) 등의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보건안보 위기상황을 경험
- 즉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산하 병원 48곳이 피해를 당하였고
영국 의료활동의 약 8%가 마비
• 랜섬웨어 대가(몸값)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기업들이 수천만 달러를 지급하여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 2020년에 민간 기업이 지불한 랜섬웨어 대가(몸값)는 311% 증가하여 3억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10)
- 랜섬웨어 대가(몸값) 피해 집계에는 그 방지를 위한 비용은 물론 대가(몸값)을 거부할 경우
네트워크와 서비스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불포함

10) Chainalysis Team, “Ransomware Skyrocketed in 2020, But There May Be Fewer Culprits Than You Think,” January 26,
2021. Expert from Chainalysis 2021 Crypto Crime Report. https://blog.chainalysis.com/reports/ransomware-ecosystem
crypto-crime-2021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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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작동이 한계에 이르고 수출도 어려운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기업
대상 랜섬웨어 공격은 기업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저해
- 또한 랜섬웨어 공격에 의해 탈취된 경쟁력 있는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경제안보 위기 상황이
기속화
• 한편 랜섬웨어를 통해 획득한 불법 가상화폐로 조직범죄단체나 테러집단 등이 제2차 및 제3차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경우 사회적 인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증대

Ⅲ. 국제사회의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협력과 진영화

1. 국제적 협력 활동

가. 정상회담

• 2021년

랜섬웨어 공격이 극에 달하자 G7 정상들은 6월 13일 공동선언문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명시하고 랜섬웨어 범죄집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러시아에 대해 랜섬웨어
방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
-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안보에 있어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기로 하면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국토안보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사이버 워킹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
• 2021년 7월 9일 바이든은 푸틴과 레빌의 소행으로 알려진 카세야 랜섬웨어 사건에 대해 전화
통화를 나누면서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랜섬웨어 집단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11)

11) 장영은, “바이든의 경고 먹혔나…러시아 랜섬웨어그룹 돌연 사라져”, 이데일리(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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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화 이후 레빌의 활동은 잠잠해졌고 다크웹에서 이들의 웹사이트 또한 사라졌는데 이는
아마도 러시아의 압력에 따른 조치로 해석12)
- 이는 2021년 6월 16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푸틴에게 에너지 · 수자원 등 핵심 인프라
16개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금지를 경고하고, 향후 對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한 이후 협력 성립13)

나. 협력 회의

• 미국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영국과 호주는 물론 유럽 · 중동 · 아프리카 · 아시아 등에서
30개국 이상이 참가한 랜섬웨어 대책 회의를 개최
- 이 회의는 랜섬웨어가 세계적인 규모로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동성명을 발표
- 이 공동성명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의 회복력 강화와 법 집행 당국의 랜섬웨어 범죄자
추적과 단속을 위한 외교적 협력의 추진 등이 포함14)
• 한편 G7 사무국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랜섬웨어 범죄 네트워크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 포럼을 개최
- 이 포럼에는 유럽평의회,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 유로폴, 인터폴,
FATF(금융활동전담반), G7 사이버 전문가 그룹, 유엔약물범죄사무소(UNODC) 등에서
고위관리들이 참가
- 이 포럼에서는 랜섬웨어 범죄의 조직화, 정책적 개입, 가상화폐 세탁, 회복력 향상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15)

12) Daivid E. Sanger and Julian E. Barnes, “Biden makes a new push in fight against ransomware, including a $10 million
reward”, The New York Times (July 15, 2021)
13) 황민규, “바이든, 푸틴 면전에서 사이버 공격·나발니 인권문제 제기,” 조선비즈, 2021년 6월 17일.
14) https://www.state.gov/briefings-foreign-press-centers/update-on-the-international-counter-ransomware-initiative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15) https://www.g7uk.org/g7-interior-and-security-ministers-extraordinary-senior-officials-forum-on-ransomware/ (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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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섬웨어 대응의 진영화

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랜섬웨어 대응의 진영화

•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과 지구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활동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회색의 경쟁 지대 형성을 가속화
- 이에 미중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심화되고 있고, 공급망 사이버안보
등에 의해 사이버공간의 진영화도 심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를 사이버범죄로 인식하여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서방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 확대가
우려되면서 그 대응도 다시 진영화
- 실제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의 랜섬웨어 공격 그룹인 Conti는 러시아에 대해 사이버는
물론 어떠한 전쟁 행위를 수행하는 적들의 주요 기반시설을 타격하는데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성명을 발표16)
- Conti의 이번 성명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직후 발표17)
- Conti는 2월 27일 자신들은 어떤 국가의 정부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미국의 민간인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
발표18)
•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미국과 서방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도 병행되어 추진될 것으로 예상19)
- 바이든 대통령은 3월 21일 러시아는 정교한 사이버공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주요 기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경고

16) Eric Geller, “Russian ransomware gang threatens countries that punish Moscow for Ukraine invasion”, POLITICO(Feb.
25, 2022), https://www.politico.com/news/2022/02/25/russian-ransomware-gang-threatens-countries-ukraine-000
11896?_amp=true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17) Ibid.
18) https://incyber.fr/en/russia-ukraine-conflict-ransomware-groups-in-a-difficult-position/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19) Elizabeth Montalbano, “Russia May Use Ransomeware Payouts to Avoid Sanctions’s Finalcial Harm”, ThreatPost(March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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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 이러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 배후 해커들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20)
-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 FinCEN)은
3월 7일 랜섬웨어 대가(몸값) 거래 등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거래와 가상화폐
지불 등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21)
- 특히 제재 회피를 위해 러시아 국가 배후 해커들을 이용하여 랜섬웨어 공격으로 받은 대가
(몸값)를 가상화폐로 받아 현금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 증대
•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반시설 마비로 사회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가상화폐를 통한 경제적
이득의 획득으로 경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제기

나. 랜섬웨어 대가(몸값) 지불에 대한 보고 의무화

• 2021년

랜섬웨어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안보적 피해를 야기하자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 미 상원은 2022년 3월 1일 “미국사이버안보강화법(the Strengthening American Cyber
security Act: SACA)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22)
- 동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른 입법적 조치로 평가23)
-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반보호국(CISA)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연방 부처와 민간 기업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경고한 바 있기 때문24)

20) Brian Stone, “Russia may try to dodge sanctions using ransomware payments, warns US Treasury”, Tech Republic(March
10, 2022)
21) FinCEN Advises Increased Vigiliance for Potential Russian Sanctions Evasion Attempts, Fin-2022-Alert001(March 7,
2022)
22) Ines Kagubare, “Senate passes cybersecurity bill amid fears of Russian cyberattacks”, THE HILL(March 2, 2022), https://
thehill.com/policy/cybersecurity/596628-senate-passes-cybersecurity-bill-amid-fears-of-russian-cyberattacks (검색
일: 2022년 5월 16일).
23) Geneva Sands, “Senate passes major cybersecurity legislation to force reporting of cyberattacks and ransomware”,
CNN(March 2, 2022), https://edition.cnn.com/2022/03/02/politics/senate-passes-major-cybersecurity-legislation/
index.html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24) Ines Kagubare, “Senate passes cybersecurity bill amid fears of Russian cyber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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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포함된「주요기반시설 사이버 침해사고 보고법(CIRCIA)」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그 대가(몸값)를 지불한 기관은 해당 지불 이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CISA에 보고하도록
규정25)
- 또한 국토안보부 장관(CISA국장 포함)으로 하여금 보고받은 사이버 침해사고와 랜섬웨어
대가 지급에 대한 정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연방 부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26)
- CISA 국장은 이 경우 프라이버시, 긴밀성 또는 정보보안 등을 준수하여 해당 정보가 보호
되도록 조치27)
- 동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ISA국장은 랜섬웨어 취약성 경보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정립28)
- 동 프로그램은 기존의 권한과 기술을 기반으로 상세하게 과정과 절차를 개발하고,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된 취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식별하며, 해당 시스템 소유자에 대해
취약성을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
- 또한 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CISA국장은 국가사이버국장(National Cyber Director),
법무장관 및 FBI 국장 등과 협의하여 합동랜섬웨어전담반(Joint Ransomware Task Force)
을 설립29)
- 이 전담반을 통해 랜섬웨어 공격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홍보를 조정하고 국제 협력을
발굴 및 추진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 법이 포함된 2022년도 통합세출예산법(Consolidated Appro
priations Act of 2022)에 대해 3월 15일 서명함에 따라 위 보고의무도 시행

25) CISA Sec. 2242(a)(2)(A)
26) CISA Sec. 204(a)(1)
27) CISA Sec. 204(a)(3)
28) CISA Sec. 205(a)
29) CISA Sec. 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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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호주 의회는 2021년 6월 21일 랜섬웨어 지불법안( Ransomware Payments Bill 2021)을
제출30)
- 동 법안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 호주의 기관들은 호주사이버안보센터
(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er)에 이 사실을 보고
- 동 법안의 제안자인 팀 왓츠(Tim Watts)는 호주는 랜섬웨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방송사인 Nine Network는 물론 Queensland 병원을 비롯한 상당 수의 의료기관이 렘섬웨어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

다. 가상화폐 규제 강화

• 랜섬웨어의

대가(몸값)가 가상화폐로 지불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랜섬웨어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 가상화폐는 국가권력에 기초한 기존 화폐 · 금융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국가 핵심기능의 하나인 금융과 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
-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를 모니터링
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
- 이와 같이 거래의 익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러시아 배후의 해커집단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가상화폐 취득 증대가 예상
• 2022년 2월 1일 유로폴은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가상화폐의 부정 이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범죄 이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 동 보고서는 법집행기관이 가상화폐 대응에 있어 직면한 과제를 정리하고 대응 사례와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31)

30) Prajeet Nair, “Australia Considers Mandating Ransom Payment Reporting”, Bank Info Security(June 23, 2021), https://
www.bankinfosecurity.co.uk/australia-considers-mandating-ransom-payment-reporting-a-16926 (검색일: 2022년 5
월 16일).
31) https://www.europol.europa.eu/publications-events/publications/cryptocurrencies-tracing-evolution-of-criminal-finances (검색일: 202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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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디지털 자산의 책임성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에 서명
-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가상화폐와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략과 목표를
정립하기 위한 의도
- 이 행정명령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통한 불법 금융과 국가안보
위험의 방지,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기술경쟁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을 명시
- 이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방 정부 부처로
하여금 디지털 자산이 초래할 위험과 이익을 검토하도록 지시
- 아울러 연방 정부 부처들로 하여금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채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32)

라. 진영내 협력적 대응 활동

• 2022년

2월 9일 미국의 FBI, CISA, NSA, 호주의 ACSC, 영국의 NCSC 등 서방의 사이버안보
당국은 랜섬웨어 위협에 관한 공동 안내서를 발표
- 동 안내서는 랜섬웨어의 기법과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기업과 기관에 대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CISA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33)
•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2021년 10월 22일 영국 내 사기전화 피해 통계와 미국
랜섬웨어 공격의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
- 미국의 랜섬웨어에 관한 조사는 미국 기업 IT정책결정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로 진행
- 이 조사에서 64%의 기업이 지난 12개월 동안 랜섬웨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피해 기업의 83%는 몸값을 지불 의사 표명

3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3/09/executive-order-on-ensuring-responsible-development-of-digital-assets/(검색일: 2022년 5월 16일).
33) https://www.ncsc.gov.uk/news/joint-advisory-highlights-increased-globalised-threat-of-ransomware(검색일: 2022
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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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의 조직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이미 수익 상실과 평판에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42%는 고객 상실을 답변
- NCSC는 랜섬웨어에 의해 발생한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 가이던스를 제공34)

마. ＜국가사이버전략＞에 반영

• 영국

정부는 심각한 랜섬웨어 피해를 경험한 이후 2021년 12월 발표한 ＜국가사이버전략
(National Cyber Strategy)＞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인식35)
- 특히 랜섬웨어 공격을 2021년 영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이버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36)
가상화폐가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37)
•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랜섬웨어가 국가의 핵심서비스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배후 해커에 의한 첩보수집과 동일한 정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38)
- 영국은 이 전략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파트너들과 협력하였는데 특히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감행되고 있는 서방을 향한
랜섬웨어 공격이 대부분 러시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결론39)
• 이 전략에서 영국 정부는 랜섬웨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부 정책과 운영
방식을 검토할 것임을 천명

34) https://www.ncsc.gov.uk/report/weekly-threat-report-22nd-october-2021?s=09(검색일: 2022년 5월 16일).
35) UK National Cyber Strategy(2021), p.24.
36) p.24.
37) p.30.
38) UK National Cyber Strategy(2021), p.26.
39)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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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민간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강조
-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데이터와 서비스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저해하는
랜섬웨어를 포함한 각종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 사이버군(NCF), 국가사이버안보센터
(NCSC) 등은 물론 법집행 기관과 외교 및 정보 당국 등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발표40)

Ⅳ. 우리의 대응 방안

1. 진영화에의 참여

가. 기술적 참여 원칙

•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면서,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진영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그러나 진영화에 최소한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이 러시아의 사이버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감경할 필요
• 한편 우리는 2022년 5월 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회원으로 가입
- 한국은 NATO의 비회원국으로서 사이버방위센터의 정회원이 된 다섯 번째 국가이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
-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미국과 서방에 공조하는 입장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랜섬웨어 대응 진영화에
기술적 지원 중심의 참여 고려

40) p.104.

15

랜섬웨어 대응의 진영화와 우리의 정책 방안

June 2022. No. 168

나. 정상회담을 통한 협력 채널 강화

•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랜섬웨어 대응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초하여 사이버안보 전반에 관한 적극적 협력에 합의
- 우선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응
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
- 핵심 · 신흥 기술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
-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강화
- 사이버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의 지속적 심화
-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CISA와 국가
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의 업무공조 협약(MOU) 체결 제시를 검토할 필요

다. 국제협력체 구성 제안

•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를 주도하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G8’ 기구화를 제시할 필요
-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나토조약 제5조를 참고하여 사이버집단
방위조약과 집단적 사이버 자위권 행사 규정을 체결 · 정립할 필요
-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이 행하고 있는 사이버 경제제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통일적인 내용으로 정비하고 사이버 G8을 통해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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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 공조 수사 강화

• 랜섬웨어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사이버범죄자와 범죄단체에 대해 공개수배,
기소와 소추 등에 참여
- 우리의 경우 미국 및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경찰이 2021일 6월 16일 미국과
우리나라에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 6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고 185,000달러에 이르는 대가
(몸값)를 압수하도록 지원한 경험이 존재41)

마. 정보협력 강화

• 국제사회가

사이버공간과 같은 회색지대에서 랜섬웨어 사이버범죄자들에 대한 비밀공작
(covert action)을 추진하는 경우42) 적극 지원
- 이 경우 국제사회가 우리 정보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 특히 북한 랜섬웨어 공격 관련 정보의 공유와 수사 및 소추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2. 내부적 역량 강화

가. 랜섬웨어 몸값 지불에 대한 보고 의무화

• 미국

주요기반시설 사이버 침해사고 보고법(CIRCIA)은 랜섬웨어 대가(몸값)을 지불한 경우
24 시간 이내 보고를 의무화
- 우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장으로 하여금 침해
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 · 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

41) Jim Heintz and Frank Bajak, “Ukraine police seize cash in raid on major rensomware gang”, AP(June 17, 2021)
42) Jeff Neal, “Is the U.S. in a cyber war?” Harvard Law Today(July 14, 2021).

17

랜섬웨어 대응의 진영화와 우리의 정책 방안

June 2022. No. 168

- 우리의 법제는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
- 또한 우리 법제는 침해사고만을 통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랜섬웨어 대가 지불에 대한 통지 의무화 도입 고려
- 특히 미국의 경우 주요기반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통지나
보고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의 모색 필요
- 아울러 민간의 보고를 강제하는 경우 보고한 민간 기업 등에 대해, 미국 사이버보안정보
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을 참고하여, 소송으로부터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
• CIRCIA는 CISA가 보고받은 사이버 침해사고와 랜섬웨어 대가 지급에 대한 정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연방 부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 우리 법제는 통지받은 정보에 대한 관계기관 사이의 공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정비도 고려

나.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에 랜섬웨어 대응 반영

• 윤석열

정부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이버안보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랜섬웨어
대응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
- 특히 랜섬웨어 피해 상황을 식별하고 그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 활동과 국내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

다. 가상화폐 규제와 국가주도 가상화폐 도입 검토

• 랜섬웨어

대금 지급에 대한 익명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도 정비할 필요
- 가상화폐거래소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보고나 등록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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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기존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바 특정 국가에
의한 전략적 매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
- 중국이 위안화 기축통화 정책에 실패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집
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 농후43)
• 국가

화폐권력의 분산화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가상화폐 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도 중앙은행의 디지털 자산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고 있는 단계
- 한국은행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지급경제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외 중앙은행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가상화폐 도입에 대해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라.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과 러시아의 랜섬웨어 공격 대비

•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랜섬웨어 공격을 확대 ·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요망
- 아울러 러시아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랜섬웨어 공격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가
요망

43) 오일석, “암호화폐에 의한 안보위협과 대응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2020. 1), pp.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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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China Cyber Space Rivalry:
How to confront Ransomware

IL SEOK, O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fter the Coronal Pipeline crisis, the world has recognized that the ransomware could
paralyze infrastructure and cause social chaos. The ransomware paralyzes and interferes
military facilities, national infrastructure, local governments' functions and medical facilities.
The Ransomware has created a national security crisis, and threatens international security.
Unlike cyber attacks such as hacking and malicious code, ransomware has been treated
as a cybercrime.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possible in dealing with it. In
particular, on July 9, 2021, Biden and Putin put pressure on Revil, which caused the colonial
pipeline ransomware crisis, through a summit call. The United States also held a Ransomware
Countermeasures Conference with 30 countries around the world from October 13 to
14. However, the Ukraine has changed the cooperative atmosphere into a conflict mode
as a U.S-China Digital Rivalry. After U.S. and EU states have sanctioned against Russia,
Ransomware attacks on U.S. and EU would be expected to be increased, because Russia
could avoid economic sanctions by gain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crypto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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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 and it allies such as U.K. and Australia proposed or passed a bill requiring to
report ransomware payments. They issued a joint guidance on Ransomware response.
Furthermore, they regulated more tightly on virtual currency, which is a means of paying
ransom for Ransomware. Under these situations, we need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urther enhance our internal capabilities to respond
ransomware attacks.

Keywords: Ransomware, ransomware payments, cyber working group, Coronal Pipeline, Ukraine, Crypto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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