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사이버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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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

1. 국가 사이버방어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해킹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면서, 특정 기관이나 기업을
직접 겨냥한 표적형 공격은 더욱 조직화·고도화되는 추세
•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이 27개 국가에 걸쳐 공공기관 및 기업의 IT 관리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사이 표적형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은 12%로 전년 조사 당시의 9%보다 증가1)
• 보안업체 시만텍(Symantec)의 ’14년 인터넷 보안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시스템을 겨냥해
데이터 유출을 감행하는 표적형 공격은 기존의 표적 피싱(spear-phishing)2) 에서부터 보다 진화한
기법인 워터링 홀(watering-hole)3) 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크게 발전4)
• 시만텍은 ’13년 동안 가장 많은 표적형 공격을 당한 부문은 정부기관 및 서비스 산업이며, 특히
정부기관의 경우 3.1개 기관 중 1개 꼴로 표적형 공격에 당했다고 설명
▒ 카스퍼스키 랩에 따르면, 정부 및 국방 관련 시설은 18%가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전체
부문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주요 기반시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 특히 최근에 발견된 아이스포그(Icefog), 마스크(The Mask) 등의 말웨어 공격은 수 년 간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하는 등 매우 조직적인 특성을 보이며, 말웨어 유포가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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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역시 특정 국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1) Kaspersky Lab, “Kaspersky Lab Global Survey Shows 18% of Government and Defense Organizations Encountered
a Targeted Attack Within the Past 12 Months”, 2014.6.19
2) 표적에 말웨어를 유포시키기 위해 특정 메일 계정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공격 방식으로 일반 스팸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구분

3) 표적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말웨어에 감염시켜 표적에 말웨어를 유포시키는 공격 방식
4) Symantec, “Internet Security Threat Report 2014”,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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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스포그 말웨어의 경우 특히 일본과 한국(대한민국)의
정부기관, 군사시설, 항만시설, 통신설비, 기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말웨어 확산을 위한 피싱 메일이 일본어 및 중국어로 되어 있어 동아시아권이 원출처인 것으로 추정
• 마스크 말웨어는 ’07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각국에 걸쳐 정부기관, 외교관,
에너지설비, 연구기관, 금융업계, 운동단체 등을 공격했으며, 말웨어 코드에 포함된 스페인어를
근거로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
▒ 이처럼 표적형 공격 (Targetted Attack) 이 더욱 진화하고 무엇보다 특정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방어 체계의 필요성도 증대
• 표적형 공격은 특정 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유출하려는 목적이 대다수지만, 일부 표적형
공격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 타격을 입히기 위한 사이버테러 행위도 포함
•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버 외교 이슈 사례5) 와 같이 국가 간 표적형 공격 행위는 외교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최악의 경우 국가 간 갈등이 사이버전쟁(cyber warfare)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6)
▒ 이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7) (NATO)의 전 군부 장성 위즐리 클락(Gen. Wesley Clark)
장군은 사이버전쟁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각국이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 클락 장군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것은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이버 상에서의 활동을 타국과
논의하는 것 역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 클락 장군은 최근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의 민간 통신시설을 공격한 바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이버공격보다 광범위하고 의도적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사이버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상황

7)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서유럽 및 북미 주요국들이 모여 창설된 군사연합기구. ’49년 창설 당시에는 소련군과의
냉전에 대비해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냉전 이후에는 글로벌 평화유지 및 회원국 간의 방위조약 형태로 체제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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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찰을 비롯한 사이버공격 사안을 두고 외교적 마찰을 빚음

6)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지난 ’14년 8월에는 같은 이슬람권 국가인 이란 출신의 해커들이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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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사이버공격 중 일부는 중국 정부나 군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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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가 ’14년 6월 발표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겨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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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쟁 측면에서는 대응이 부실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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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사회의 사이버방어 논의 동향
2.1. 국제연합의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IMPACT)
▒ 국제연합 8) 은 ’ 08 년 국제 사회의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기구인 국제사이버보안
다자간협력기구9) 를 설립하고 보안기술 연구,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 중
•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는 국가간 협력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까지 범위를 확대해
포괄적인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 모색을 추진
• 국제연합 가맹국 대다수가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 국가에서 추진기구의 사이버보안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이미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
▒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Cyberjaya)에 본사를 둔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는 업무별로

4개의 주무부처를 설치
• 글로벌 대응 센터(Global Response Centre)는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는 사이버공격 및 위협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며, 각국 정부 및 산업계 주요 플레이어들10) 과 협력 하에
방대한 사이버보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정책 및 국제협력센터(Centre for Policy &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각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범국가적
제도 플랫폼 구축, 주요 사안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협력 도출 등을 추진
• 훈련 및 기술개발센터(Centre for Training & Skills Development)는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과
보안기술 연구가 주 업무이며, ’11년 국제전기통신연합11)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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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역량 강화에 주력

8) United Nations, UN
9) International Multilateral Partnership Against Cyber Threats, IMPACT
10) 현재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와 협력 중인 업체는 시만텍(Symantec),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 F-시큐어(FSecure),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11)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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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보장 및 연구 센터(Centre for Security Assurance & Research)는 IGSS12) , CIRT13) ,

ALERT14) 등을 통해 각국 정부의 보안 역량 개선을 촉구하는 효과를 도모
●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IMPACT)의 조직 체계

출처 : UN IMPACT

▒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는 특히 ’11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글로벌 사어버보안 역량 강화에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
• 두 기관의 협력은 ’08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글로벌 사이버보안 아젠다(Global Cybersecurity

Agenda)를 수립할 당시 물리적 본부를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 산하에 두면서부터 시작
• 이후 ’11년 9월에는 두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지면서,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가
공식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사이버보안 정책 집행기구로 전환
• 국제전기통신연합은 ICT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표준 수립에 기여하고, 국제사이버보안다자간협력기구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술 표준을 각국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담부서

14) Applied Learning for Emergency Response Teams: 각국 정부가 사이버위협에 따른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 및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

산정하는 정기 발간 보고서

13) Computer Incident Response Team: 글로벌 차원의 컴퓨팅 시스템 관련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제 사회가 신속히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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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TU-IMPACT Government Security Scorecard: 각국 정부의 보안 기술력, 준비 및 대응 수준, 정책 기반 등을 평가해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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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정책과 맞물려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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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이버방어 정책
▒ 유럽 및 북미 주요국가들이 포진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15) 는 회원국들의 범국가적 방어체제
강화에 주력
• 북대서양 연합 국가들은 사이버공격이라는 신종 위협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사태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02년 체코 프라하 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이버방어를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
• ’08년에는 최초의 사이버방어 정책이 수립되었으며16) ,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및 실행계획
개발, 북대서양 연합군 방위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치며 사이버방어 정책 도입이 본격화
• ’14년 6월에는 새로운 사이버방어 정책이 제안되어 현재 도입 단계에 있으며, ’14년 9월 개최된 영국
웨일즈 회의에서 새로운 사이버방어 실행계획의 승인이 이뤄지며 새로운 사이버보안 환경을 반영한
대응 체제 구축을 결의
▒ ’ 14 년 웨일즈 회의에서 결의된 신규 정책과 실행계획은 사이버방어가 공동방위체제의 핵심
직무임을 명시하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 및 조약기구와 산업계 간의 협력 강조 등의
내용을 포함
• 신규 정책은 연합국들의 효율적인 사이버방어 체제 구축, 주변국에 대한 방어체제 지원, 사이버방어
체제의 실질적인 운영 계획 수립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보안 경각심 제고,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대내외적 정책 활동에 대한 지침도 제시
• 또한 연합국 간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경감, 회복 등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

▒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신규 사이버방어 실행계획은 ▲개별 연합국에 대한 지원 ▲사이버방어
대응팀 구축 ▲사이버방어 대응 범위 확장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에 초점
• 사이버방어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조약기구가 보유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나,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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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연합국의 시스템도 조약기구의 업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각국의 방어체제 확립을
지원하는 것도 조약기구의 핵심 역할

15)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16) ’07년 에스토니아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이 정책 수립의 계기로 작용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

• 조약기구는 사이버방어 전담부서인 컴퓨터 사고대응팀17) 을 구성하고 북대서양 지역 각지에서
사이버방어 활동을 전개 중이며, 조약기구의 방위계획절차(NATO Defense Planning Process)
에 따라 각국의 사이버방어팀 설립 및 운영을 지원
• 사이버방어 관련 교육, 훈련 및 현황조사 등 북대서양 연합국 사회의 보안의식을 향상시키는 작업도
주요 활동영역에 포함되며, 연례 ‘사이버 연합훈련(Cyber Coalition Exercise)’과 같은 협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각국의 공동대응체제 강화를 도모
• 조약기구는 유럽연합18) ,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 단체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세계 전역에
걸친 사이버방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도 추진 중
• 민간 영역에서의 사이버방어 역시 중요한 만큼, 조약기구는 산업 사이버 파트너십(NATO Industry

Cyber Partnership)을 통해 민간 부문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
▒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이버방어 정책 및 실행계획은 사이버방어 위원회19) 가 총괄하며, 실무
영역에서는 사이버방어 관리 이사회20) 가 북대서양 연합국의 민간 및 군사 영역에서의 정책
도입을 총괄
• 이 외 주요 관련조직으로는 사이버방어 정책 도입과 운영에 있어 각 영역별 특화 업무를 수행하는
북대서양 연합군21) 과 통신정보국22) , 연례 ‘사이버 연합훈련’을 담당하는 수송합참본부23) 등이 존재
• 이 외에 조약기구 자문 총괄 이사회24) 는 사이버방어 정책의 도입과 관련해 개별 연합국 및
민간단체에 대한 조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컴퓨터 사고대응팀 산하의 기술센터(Technical

Centre)는 향상된 보안기술 연구를, 협력센터(Coordination Centre)는 연합국 내의 사이버방어

22) NATO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gency
23) Allied Command Transformation
24) NATO Consultation, Control and Command(NC3)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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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yber Defence Committee, CDC
20) Cyber Defence Management Board, C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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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NATO Computer Incident Response Capability, NCIRC)
18)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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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활동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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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어 관련 부서 조직도

출처 : NATO

3.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동향
3.1. 미국 사이버사령부(Cyber Command)
▒ 미국은 국방부 산하 사이버사령부25) 를 주축으로 한 다수의 조직을 통해 주요 사이버방어 업무를
수행 중
• 사이버사령부는 미군의 통합전투사령부26) 소속 부대 중 하나인 전략사령부27) 의 하위부대로, 사이버
상의 군사활동을 포함해 국방부 및 주요 군 시설의 네트워크 시스템 방어 및 민간 영역의 주요
기반시설 방어 등의 업무를 담당
▒ 사이버사령부는 임무별로 사이버 전투파견부대, 사이버 보호부대, 사이버 국가파견부대 등28) 으로
구성되며, 육군, 해군, 공군 등29) 각 군마다 존재하는 사이버방어 전담부대를 통해 직무를 수행
• 사이버 전투파견부대는 세계 전역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의 사이버 군사임무를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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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호부대는 국방부 네트워크 시스템 보호를 담당

25) U.S. Cyber Command
26) Unified Combatant Command, 성격이 다른 군사조직이 공통된 군사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지휘체계 하에 조직을 구성하는
일종의 통합부대

27) U.S. Strategic Command
28) 각각 Cyber Combat Mission Force, Cyber Protection Force, Cyber National Mission Force
29) 각각 Army Cyber Command, Fleet Cyber Command, 24th Air Force Cyber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

● 미군 사이버사령부 조직 체계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 사이버 국가파견부대는 사이버사령부 명령에 따라 본토 내의 주요 민간시설 및 해외 주요 거점에
대한 방어를 담당
• 각 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소속의 사이버부대 소속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방부는 ’16년까지 총

133개 팀, 6,000명 규모의 사이버방어 부대를 구축할 계획
▒ 사이버사령부는 군사조직 외에도 국토안보부30) , 국가안보국31) , 연방수사국32) 등 민간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역량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보여줌

3.2. 영국 사이버예비군(Cyber Reserve)
▒ 영국은 국방부 33) 산하의 합동사령부 34) 내에 사이버방어를 담당하는 군사조직인 사이버

31) National Security Agency
32)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33) Ministry of Defence
군사조직으로 훈련기관, 군사정보기관, 사이버방어 조직 등을 포괄

35) Cyber Reserve

www.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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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Joint Forces Command. ’13년 4월 정식 창설되었으며, 약 2만여 명의 군사 및 민간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부대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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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35) 을 구성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군사활동을 추진

• ’13년 9월 공식 창설된 사이버예비군의 기본 책무는 영국 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보호 업무이나,

심층 보고서

필요할 경우 적국에 대한 사이버 상에서의 직접 타격도 주요 업무에 포함

▒ 미국과 달리, 사이버예비군은 전역한 군인 및 현역 예비군 자원, 민간인 중 컴퓨팅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36)
• 기존 군대에서 인적자원을 차출하는 방식이 아닌 예비군 및 민간인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군대보다 체제가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점이 특징

▒ 사이버예비군은 전역 후 에비군과 같은 유휴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군사활동을 넘어 인재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으로 사이버 관련 산업 육성까지 겨냥한 것으로 관측
• 군사조직이면서도 민간인 자원을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
각 인재들의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구성원의 사이버 역량을 증진시키는 효과 기대
• 개별 구성원들은 군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필요한 경우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하므로, 사이버 인재들의 역량을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음
• 사이버예비군 출신의 인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안산업 등 민간 영역에서 활약 가능

3.3. 일본 사이버방위대(サイバー防衛隊)
▒ 일본 자위대 37) 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방위조직인
사이버방위대38) 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직무수행을 개시(’14.3.26)
• 사이버방위대는 방위성39) 산하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대대40) 휘하에 있는 특무부대로 사이버
전문인력 90명으로 구성
• 육·해·공 자위대 소속 인력을 포함해 현재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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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관방 사이버보안 센터41) 에서도 인력을 파견

36) 사이버예비군 응모 조건은 ▲만 18세 이상 ▲영국 시민권 보유자 ▲최소 5년 이상 영국 내 거주 ▲보안상 결격사유 없음 등이며,
민간인의 경우는 별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엔지니어링, 해킹 등의 기술을 보유해야 함

37) 自衛隊 :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군대 보유가 금지된 일본에서 국토 치안 유지를 위해 창설한 유사군대 조직으로, 방위성에 소속
38) サイバー防衛隊
39) 防衛省 : 일본 국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소속 조직인 자위대를 합할 경우 일본 최대 규모의 정부기관
40) 自衛隊指揮通信システム隊
41) 内閣官房情報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

▒ 사이버방위대는 육·해·공 자위대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방어 체계를 단일부대로 통합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향후에는 국가방위를 넘어 민간 부문에서의 사이버보안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전망
• 방위성과 자위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24시간 근무 체제로 감시하며, 실시간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 또한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수집, 조사 및 연구활동 등 일본 내 사이버방어 관련 정보활동을 총괄하며,
방위대가 수집한 정보 및 이를 토대로 수행한 조사결과는 각 기관과 공유
• 방위산업체, 주요 기반시설 등 민간 영역에 대한 방호 임무는 아직 사이버방위대의 관할 밖이나,
방위성의 직무가 민간 방위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사이버방위대의 역할도 지금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자위대 산하 사이버방위대 조직체계

출처 : 일본 방위성

▒ 한편,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사이버방위대 신설 외에도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6대 통합적
대책을 정하고 각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
• 6대 통합적 대책은 ▲IT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방호 시스템 정비 ▲관련 법제도 정비 ▲인재육성
및 확보 ▲정보공유 활성화 ▲보안기술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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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과 협력 하에 개별 정책을 수행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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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성은 국가 사이버보안 사령탑인 내각관방 사이버보안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대책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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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스라엘 국가사이버방어기구(National Cyber Defense Authority)
▒ 이스라엘은 지난 9월 21일 비냐민 네타냐후(Biny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가 사이버방어 정책을 총괄할 신규 기관 설립을 추진 중
• 신규 기관 설립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42) 및 이스라엘 보안기구43) 등 사이버 및
보안 정책기구를 운영해 왔으며, 네타냐후 총리의 주도 하에 신설되는 국가사이버방어기구44) 가
기존 기관의 역할을 일부 흡수하며 새로운 국가 사이버방어 중추 역할을 할 전망
•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사이버전쟁, 사이버테러 등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방어체제 구축의 중추 역할을 담당
• 국방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를 추구
▒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의 에비아타 마타니아(Eviatar Matania)
국장이 국가사이버방어기구 조직 구성 및 역할 등 구체적인 제안이 마련될 예정
•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중장기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사령탑 기능도 하게 되며, 따라서 기존
이스라엘 사이버정책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
• 특히 국가사이버방어기구의 전신인 이스라엘 보안기구가 초반 조직체제의 기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보안국의 핵심 역할이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수집 및 대응책 마련 업무는
국가사이버방어기구의 핵심 업무로 이동 예상

▒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안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민간
차원의 진흥 정책도 추진할 방침
• 국가사이버방어기구의 대응 범위가 국방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은 급성장세에
있는 이스라엘 보안산업의 육성 및 보호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기술연구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벤 구리온 대학 선진기술원4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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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방어기구의 연구 활동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

42) Israel National Cyber Bureau
43) Israel Security Agency, Shin Bet
44) National Cyber Defense Authoriy
45) Advanced Technology Park of Ben Gurion University

주요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 및 대응 동향

▒ 한편, 이스라엘의 신규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다른 국가의 사이버방어 기관과 달리 국방부 산하의
기관이 아닌 총리 직속 기관으로, 이스라엘 군대와는 별개의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
• 이스라엘 군대는 ’13년 사이버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를 창설한 바 있으며, 현재는 사이버
정보부대(Military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사이버전쟁 대비 병력을 배치
•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군사시설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군대와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국가사이버방어
기구의 인력이 파견되는 등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4. 결론 및 시사점
4.1. 국가별 사이버방어 체제의 특징과 향후 변화상
▒ 각국은 사이버방어 체제 마련에 있어 민간 영역과의 연계 확대 및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
• 과거의 사이버방어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시설 및 주요 정부기관을 겨냥한
공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최근 사이버위협은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방어 체제도 점차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
• 이에 따라 기존 군대 기반의 사이버방어 체제도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아예 민간조직 형태로 전환되어 보다 유연한 사이버방어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
• 영국, 이스라엘 등 민간 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한 사이버방어 정책은 민·관 및 국제 협력을 위해
개방적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사이버방어 공동체제 구축 등 협력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영국의 사이버예비군은 ’13년 9월 창설된 조직으로 국방부 산하기관이지만 민간인의 모집 및
자유로운 일상생활 보장 등 민간기관에 가까운 형태의 조직체계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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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sa.or.kr

것으로 예상

17

• 이스라엘 국가사이버방어기구는 군대가 아닌 총리 직속 기관으로 ’14년 중 구체적인 형태가 갖춰질

• 미국은 통합전투사령부 산하에 육·해·공군의 사이버사령부를 통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심층 보고서

대부분의 사이버방어 관련 군사 활동은 사이버사령부 중심으로 수행
• 일본은 기존 육·해·공 자위대에 분산되어 있던 사이버부대를 통합하고자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존 자위대의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효율성 개선을 도모
• 이스라엘은 군사기관을 비롯해 다수의 사이버 관련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신규 사이버방어 기관 설립을 결정
• 이 같은 사이버방어 체제의 통합에 있어 성격이 다른 각 조직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군사조직과 민간 영역 간의 협력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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