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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국방과 민간을 아우르는 전담
사이버방어기구 신설 발표
자국 내 증가하는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사이버방어 체제 구축 목표

▶ 이스라엘 정부가 기존 국방 및 공공 분야에서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주관하던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1), 이스라엘 보안국2)
등과 더불어, 민간 영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국가 사이버보안 주무부처인 국가사이버방어기구3)의 신설을 발표
▶ 국가사이버방어기구은 중장기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의 중추 기관으로 기존 보안 주무부처의 역할 흡수, 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등을 통해 사이버방어 체제 강화 및 보안산업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 한편, 주변국과의 잦은 전쟁으로 사이버테러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덕에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성장과
기술연구 투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Ⅰ. 기존 사이버보안 기구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사이버방어기구 설립 예고
▒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사이버테러 및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냐민 네타냐후(Biny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새로운 사이버방어기구 신설을 발표(’14.9.21)
• 총리 주도 하에 신설될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사이버전쟁, 사이버테러 등
국가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체제 구축의 중심축 역할을 할 전망
• 국가사이버방어기구의 대응 범위는 국방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도 포괄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
•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기존의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및 이스라엘 보안국 등 사이버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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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구의 책무를 일부 흡수하고, 이들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1) Israel National Cyber Bureau
2) Israel Security Agency, Shin Bet
3) National Cyber Defens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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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의 책임자인 에비아타 마타니아(Eviatar Matania) 국장이 국가사이버
방어기구도 총괄할 예정
▒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에 따라 마타니아 국장은 국가사이버방어기구 설립 발표 이후 60일 이내에
내각 보안회의(security cabinet)를 통해 새로운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할 예정
•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중장기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의 사령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이스라엘의 사이버 정책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특히 이스라엘 보안국의 경우 국가사이버방어기구 신설 발표 이전에 이스라엘의 사이버방어 강화
정책의 중추가 될 것으로 유력시되던 곳으로, 향후 이스라엘 보안국의 역할이 국가사이버방어
기구에 흡수되면서 초반 조직체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4)

▒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사이버방어기구가 이스라엘의 사이버공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공군이 이스라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언급
• 따라서 기존의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이 주요 기관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에 주력했던 반면,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이스라엘 시민 개개인의 안전한 사이버활동까지 보장하는 기관을 표방

Ⅱ. 이스라엘, 세계 최대 사이버보안 국가로 부상
▒ 네타냐후 총리의 국가사이버방어기구 신설의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스라엘 보안 산업
기술력이 근간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
•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빈번하며, 이 때문에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테러행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
• 이스라엘 군 소속의 핵심 과학자였던 텔아비브 대학5) 사이버 연구센터의 이사악 벤이스라엘(Issac

높은 상황

5) Tel Aviv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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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srael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은 하루평균 10~20만 건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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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가자(Gaza) 지구를 둘러싼 이슬람 하마스(Hamas) 진영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했으며, 이란 출신의 해커집단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대적인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정황도 포착

▒ 이처럼 이스라엘이 사이버범죄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연구 및 산업 발전이 촉진되고 있는 상황
• 현재 이스라엘의 사이버 대응력은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세계 5위의 사이버 강국을 목표로 산업진흥책을 모색 중
• 이스라엘은 전 세계 600억 달러(약 63조 1,2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시장에서 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연구 투자 규모는 전체의 13%를 점유
• 이스라엘 보안 벤처에 대한 투자는 ’13년에만 35개 기업이 1억 4,090만 달러(약 1,482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8,800만 달러(약 4,081억 원)가 이스라엘 보안 업계에 투입
• 대표적인 이스라엘 보안업체 체크포인트(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의 기업 규모는

135억 달러(약 14조 2,000억 원)로 불과 2년 사이 주가가 70% 이상 급등
▒ 이스라엘의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국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은 이처럼 급성장세에 있는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촉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 ’13년 9월 네타냐후 수상이 설립을 주도한 벤 구리온 대학의 선진기술원6) 이 산학 연계를 통한
사이버네틱스 및 사이버보안 기술연구를 강화하면서 이스라엘 보안 업계의 성장을 견인
• 선진기술원은 이스라엘 국방부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향후 국가사이버방어기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 하에 보안 기술연구를 주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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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스라엘의 국가 주도형 사이버보안 정책, 뒤처지는 미국과 대비
▒ 이번 국가사이버방어기구 신설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기존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평가되어 온 미국의 태도와는 상반됨

6) Advanced Technology Park of Ben Guri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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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 미국 정치계는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이슈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등
사이버보안 업계의 빠른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국가 주도형 정책 기조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미국 정부는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혁신보다는 안전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칫 미국 보안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안감 확산
▒ 미국의 경제 미디어 포브스(Forbes)는 올 10월 맞는 제 11차 미국 사이버보안의 달(National

Cyber Security Awareness Month) 를 맞아 미국 정부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밝힘
• 포브스는 이스라엘이 이미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과 이스라엘 보안국 등 사이버보안 관련
주무부처가 둘이나 있는데도 민간 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사이버방어기구를
신설하려 한다며, 이처럼 다각적으로 국가 전반에 걸친 사이버보안 정책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정부를 높게 평가
• 반면, 미국 정부는 중장기적인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조차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으며, 관련
정책도 민간 영역보다는 국방이나 공공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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