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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기업 지원 강화
자국 사이버보안 전문 기업들의 사업 기회 확대 및 사이버보안 경쟁력 제고를 도모

▶ 영국 정부는 ’09년부터 적극적인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
발생률과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수준
▶ 영국 정부는 자국 사이버보안 전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업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협력체를 발족하고 보안 전문 기업들의 내수 시장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활동을 전개
▶ 또한 사이버보안 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인력 도입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 발전 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자 계획을 발표

Ⅰ. 영국 내 민간 기업 대상 사이버위협에 따른 피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영국에서는 ’09년부터 국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이버공간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전개
• 영국 정부는 ’15년까지 유연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보안 전략(The UK

Cyber Security Strategy)1) 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4년 동안 총 6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972억 원)의 예산을 투자(’09.6)
• 이후 지금까지의 사이버보안 전략 추진 과정 및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전략 추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계획(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Our Forward Plans)2)

1) 영국 사이버보안 전략은 ▲사이버범죄 억제 및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 ▲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와 사이버상의 권익 보호,

위한 법 집행 기관 역할 강화, ▲영국 주요 기반 시설 및 네트워크 복원력 강화, ▲사이버 인식 및 위험 관리 능력 향상,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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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이며 안정적인 사이버공간 구현, ▲사이버보안 지식, 기술, 역량 구축 등 4가지 목표를 마련하고, 57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
2) 영국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사이버보안 전략 계획은 기존 전략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 대응 능력 향상, ▲사이버범죄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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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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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영국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보안 전략의 추진 과정 및 목표 별 진행 현황을 매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

▒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의 사이버위협에
따른 피해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3) 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4) 에 따르면, ’14년 침해사고
발생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그에 따른 피해액은 크게 증가(’14.4.29)
● 영국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침해 공격 발생률과 피해액 규모
영국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침해 공격 발생률

민간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침해 사고에 따른 피해액
(단위: 천 파운드(백만 원))
구분

’14년 중소기업

’14년 대기업

사업 중단

40~60(67~101)

350~650(591~1,097)

사고 대응
시간 비용

3~9(5~15)

12~34(22~57)

사업 손실

3.5~7(5.9~11)

17~24(29~45)

직접적인
대응 비용

9~17(15~29)

80~135(135~228)

벌금 및 보상

2~4(3.3~6.7)

24~40(45~67)

자산 손실

5~10(8.4~17)

70~100(118~169)

신용 하락

1.6~8(2.7~13)

50~180(84~304)

총 비용

(최대 대응 비용)

65~115
(110~194)

600~1,150
(1,013~1,941)

’13년

35~65(59~197)

45~850(76~1,435)

’12년

15~30(25~50)

110~250(185~422)

’11년

27.5~55(46~93)

280~690(473~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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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14.4.29)

3)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4)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Information Security Breaches Survey 2014,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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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인 침해 공격을 받았다는 응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81%와 60%로 전년 대비 각각

5%p와 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66%와 중소기업의 50%는 심각한 침해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
• 그러나 대기업의 66%와 중소기업의 50%는 심각한 침해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3년
보다 각각 4%p와 27%p 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
• ’14년 사이버침해 사고에 따른 피해액은 중소기업이 6만 5,000~11만 5,000파운드(약 1억 1,200
만~1억 9,800만 원), 대기업이 60만~115만 파운드(약 10억 3,400만~19억 8,200만 원)로 전년
대비 약 1.5~2배 증가

Ⅱ. 영국 정부, 민간 기업의 사이버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추진
▒ 영국 정부는 자국 사이버보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업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꾸준히 전개
• 영국 정부는 사이버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범죄 억제 및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보안 관련 사업 활동을 지원해 왔음

▒ 영국 정부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협력체5) 를 발족(’13.3)
• 협력체에서는 기업들이 외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주요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자문을 제공
• 또한 전문적인 사이버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퓨전셀(Fusion Cell)’이라는 명칭의 분석팀을
조직하고 국가범죄위원회6) 의 전문 분석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
• 협력체는 퓨전셀 팀을 중심으로 영국 중앙은행7) 과 함께 금융 부문의 사이버사고 대응 실태를

7) Bank of England
8) Waking Shark Ⅱ exercise

/

6) National Crim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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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기 위한 모의 사이버공격 훈련8) 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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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영국 사이버보안 전문 기업들의 내수 시장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
• 영국 정부는 자국 사이버보안 사업자들의 내수 시장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확대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간 협력체인 ‘사이버 성장 파트너십(Cyber Growth

Partnership)’을 조직(’13.3)
• ‘사이버 성장 파트너십’은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도입을 도모함으로써 국내외에서의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
• 영국 정부는 ‘영국 사이버 수출 전략(The UK Cyber Export Strategy)’을 마련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13.5)
• ‘사이버 수출 전략’의 핵심 행동 계획에는 영국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카탈로그와 해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

Ⅲ. 영국 정부, 사이버보안 업계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 한편, 영국 감사원9) 은 영국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평가한 자료10) 를 통해 사이버보안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밝힘
• 감사원에 따르면, ’13~’14년 사이에 영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 발생에 따른 피해를 낮추기 위한 활동에 투자한 예산은 1,240만
파운드(약 209억 원)였으며, ’14~’15년 사이에는 2,110만 파운드(약 356억 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영국 정보통신본부11) , 내무부12) , 외무부13) , 기업혁신기술부 등 사이버보안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부처들은 안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안 프레임워크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 국방부14) 의 경우에는 모든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공급사들로 하여금 ‘사이버보안 필수 기준(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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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Criteria)’을 준수할 것을 요구

9) National Audit Office
10) National Audit Office, Update o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Programme, 2014.9.10
11)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12) Cabinet Office
13)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14) Ministry of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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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감사원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지원책이나 가이드라인들은 사이버보안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
•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사이버보안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 규모 사이버보안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
▒ 영국 정부는 ’13년부터 중소기업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혁신
바우처(Cyber Security Innovation Voucher)’ 제도를 추진 중
• 해당 제도는 기업들이 외부 전문 인력 및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외부 위협에 따른 사업적 손실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제도 운영은 영국 정부 산하의 기술전략위원회15) 가 담당하며, 5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최소 5,000
파운드(약 844만 원)에서 최대 50만 파운드(약 8억 4,400만 원) 사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최근에는 기업혁신기술부가 영국 사이버보안 업계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사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 파운드(약 67억 5,000만 원)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14.9.16)
• 기업혁신기술부의 빈스 케이블(Vince Cable) 장관에 따르면, 이번 자금 투자 계획은 영국
사이버보안 관련 혁신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수한 사이버보안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
• 기술전략위원회는 오는 ’15년부터 사이버보안 전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

▒ 또한 케이블 장관은 영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사이버보안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영입
• 영국 기술자 연합회 ‘테크UK(Tech UK)’에서 보안 전문가로 활동 중인 앤디 윌리암스(Andy

15) Technology Strateg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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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를 중소기업 중심의 영국 사이버보안 산업 지도 구축, 사이버보안 전문 중소기업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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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기술 컨설팅 업체 키IQ(KeyIQ)의 엠마 필포트(Emma Philott) 상무이사를 사이버보안 전문
중소기업 간의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책임자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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