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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향상을 통한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고용 확대 추진

▶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급여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 위원회가
국토안보부의 보다 원활한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관련 인력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
▶ 사이버 보안 인력 확보전이 치열해 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 공급을 확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Ⅰ.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수급 현황
▒ 현재 미국 내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 규모는 변화가
없는 상황
• 미국의 랜드(RAND) 연구소1) 가 발표한 보안 인력 시장 조사 보고서2) 에 따르면 이미 2007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 사이버 보안 인력 수요가 공급을 추월(’14.6.28)
• 랜드 연구소는 인터넷 접속 단말의 대중화 및 금융 기관, 유통 업체 등 인터넷 서비스 도입 기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해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안 인력 수요도 급증했다고 설명

▒ 특히 정부 부처를 비롯한 미국 공공 부문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

1) 1948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2) Hackers Wanted: An Examination of the Cybersecurity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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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 연구소의 마틴 리빅키(Martin Libicki) 수석 연구원은 높은 급여를 제시할 수 있는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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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이버 보안 전문 기관 셈퍼 시큐어(Semper Secure)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평균 연봉은 11만 6,000달러(약 1억 1,000만 원)로 미국 정규직 임금 대비 3배 수준(’13.8)
• 랜드 연구소 역시 고급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의 평균 연봉은 25만 달러(약 2억 5,000만 원)
수준으로 공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
• 언론 매체 로이터(Reuter)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로 미국 주요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고정보보안책임자3) 의 연봉이 과거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고 보도(’14.5.30)
• 백악관에서 사이버안보 국장을 지낸 크리스 피넌 (Chris Finan) 연구원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연봉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업무 방식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이들을 고용하기 힘들다”고 설명

Ⅱ.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처우 개선 실시
▒ 2012년부터 국토안보부4) 는 의회를 상대로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 대한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
• 당시 국토안보부는 민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로 인해 기술력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 이에 따라 미국 상원 위원회5) 를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처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입법 논의가 개시

▒ 상원 위원회는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급여 수준을 현재 국방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최종 합의(’14.5.21)
•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로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 부문 및 주요 국방 부문 부처와 경쟁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역량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
• 국토안보부는 정식으로 법안이 제정된 이후 4개월 이내에 관련 인사 규정 보완 등 구체적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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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

3)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5) Senat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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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는 처우 개선에 따른 무분별한 사이버 보안 인력의 지원 및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예정
• 2009 년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안보커뮤니케이션통합센터’ 6) 를 설치하고
국토안보부가 해당 센터에 투입할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접 채용권한을 부여 받은 국토안보부는 부처 내 IT 관리자들을 통해 3년 간 최대 1,000여 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채용을 실시
• 그러나 사이버 보안 연구 기관 SANS 의 알란 팰러 (Alan Paller) 연구 이사에 따르면, 일부
국토안보부 IT 관리자가 보안 기술력이 전무한 일반 IT 인력을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국토안보부는 이번 처우 개선 관련 법안을 시행함에 있어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7) 의
‘사이버 보안 인력체계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8) 을 활용할 계획
• 사이버 보안 인력의 직능별 세부 업무 내역이 명시된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인력 배치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결정

Ⅲ.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처우에 대한 향후 전망
▒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은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등 타 국가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
• 일본 내 IT 관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처리추진기구 9) 는 2014 년
정보보호 인력 수요조사10) 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에 관한 과제 중 하나로 처우 개선을 지목
• 특히, 정보처리추진기구는 급여 등 금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인력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인식 개선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 정보처리추진기구는 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된 추진 과제를 향후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정책에

9)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IPA
10) IPA, 情報セキュリティ上の脅威から企業を護るための人材育成ガイド”, 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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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
8) National Cybersecurity Workforc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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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NC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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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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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전력 증강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투자 확대
현상은 심화될 전망
• 미국 국방부는 자국 사이버 전쟁 부대 인력을 2015 년 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4, 000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최대 6,000명 규모로 증편할 계획
• 영국 국방부 역시 이미 2013년부터 수 백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사이버대응부’ 11) 를 조직·운영 중이며 일본 방위성도 2014 년 3 월 90 여 명으로 편성된
사이버 방위대를 발족
• 선진국 뿐만 아니라 현재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도 사이버 안보 부대를 창설하여 운영 중

▒ 민간 및 공공 부문을 불문하고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확보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순
처우 개선을 벗어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
• 보안 전문가 마이크 브래드쇼(Mike Bradshaw)는 IT 매체 컴퓨터월드(Computerworld)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한참 앞지르고 있어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
• 이와 관련해 랜드 연구소는 대학 및 기업 조직의 사이버 보안 교육 확대 등 인력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
• 또한 학력 등 보안 기술력과 관계없는 요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 복잡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공공 부문의 경직된 규정들을 타파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
• 한편, 랜드연구소는 해외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방안의 경우 이미 업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는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보안 상의 문제로 사실상 외국인
활용이 불가능함을 지적
• 이에 덧붙여 해외 인력 유입으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취약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직업으로서의 기피 현상이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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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인력 공급 확대가 어려운 만큼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방식도
제안되고 있는 상황
• 랜드연구소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보다 향상된 보안 기능을 갖춘 전산 및 정보관리시스템을

11) Joint Cyber Reserv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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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
• 시스템 자체에 보안 결함이 있다면 보안 전문가 고용 규모를 아무리 확대해도 근본적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 랜드연구소는 매년 700 억 달러 규모로 지출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 비용 중 10% 만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에 투자해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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