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주요국 비교분석 연구

유지연 (상명대학교)

【차

례】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 추진 현황
Ⅳ.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 유형화
Ⅴ. 결론

115

116 국가정보연구 제14권 1호

국문요약
기술의 상호연결성과 지능화는 우리 삶의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회구성
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위협과 복합화된 위험을 증가시키
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술 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하던 정보보안 정책은 능동적
인 추진이 요구되는 국가 중요 과제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주
요국에서는 정보보안 정책의 추진 층위를 국가 안보적 차원으로 높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이 추진하는 국가전략 목표와 전략 방향성에 따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달리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서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조사하는 평면적 분석을 넘어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방향성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라스무센
(Rasmussen)의 위험 이론을 빌려 전략 방향성의 개념 틀을 만들고 주요국에
서 추진되는 사이버 안보 전략 흐름을 분석하여 개념 틀에 반영함으로써 주요
국 전략 방향성을 유형화했다. 연구 결과,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단순한 대응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차원에서 위협 행위자의 식별 및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보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 틀
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유형화는 미래 사이버 안보 전략 구상의 기본 틀로
써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패러다임 변화,
사이버 안보 전략의 흐름, 라스무센 위험 이론

※ 이 성과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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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물리 공간과 가상공간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종래에는
사이버와 물리적 공간이 연결되는 가상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의 등장을 일으키었다. 사이버와 물리 영역 간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자 사이버가 기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
하였다. 이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보호 체계의 범위가 확대됨을 의
미하며, 이 과정에서 위험의 범위 및 영향력이 민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은 기존의 정부 및 공공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어 새롭고 다양한 위험을 일으킨다.
이처럼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 오늘날의 사이버 환경은 리비히 최
소율의 법칙(Liebig’s Law of the Minimum)이 적용되어 공공과
민간 중 누구라도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전체 시스템의
보안이 약화하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이버 환경의 변
화에 따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민간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하는 등
국가 사이버 안보의 재 체계화(re-systematizing)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추진 과정과 핵심 정
책들을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사이버 안보 전략을 모색하여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 연구는 주요국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으로 명명한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사이버 안보’에 초
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라스무센의 이론
을 비롯한 위협, 위험 관련 이론을 적용하여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
략을 유형화하고, 전략 체계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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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국내에서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
었으나 연구 당시 발표된 사이버 안보 전략의 내용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1). 이성민(2017)은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전
에 관련하여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분석하였고, 대항 전략의
평가를 하고 한국의 상황을 주요국들과 비교하며 분석하였다2). 또한
손수원(2017)은 해외 주요국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하여 수립방안을 세웠
다3).
그러나 해외에서는 단순히 내용의 비교뿐만 아니라 국가별 관점
과 접근방식의 차이에 기반하여 19개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
출하여 각국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되었다4).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별 사이버 안보 전략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1) Bae ByunHwan and Song Eunji. “Compariso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Cyber Security Strategies in Major Countries.”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Vol.26. No.21. (Nov 2014). pp. 3-5.
2) Lee Sungmin. “Research on the Cyber Security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tudies. 2017.

Strategy.”

Kyonggi

3) Son Soowon. “A Study for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Establishment
through Analysis of Foreign Case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2017.
4) Luiijf Eric, Kim Besseling, and Graaf Patrick. “Nineteen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Vol.9. No.1. (Jan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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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험/위협
이론을 기반으로 주요국들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추진 흐름을 분석
하고 각국 전략의 성질을 유형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국내 사이버 안
보 전략의 추진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위험 이론
본 연구는 위험과 위협에 대한 이론적 구분을 기준으로 국가별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유형화하고 전략의 추진 체계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라스무센(Rasmussen)5)의 위험 이론에서 정의
하는 위험과 위협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위협(threat)’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주된 요소로 “적
대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격자들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식별
및 측정을 할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정의한다. 즉 위협은 공격자의
의도와 능력에 초점을 맞춘, ‘공격6)’이라는 목표에 적합한 수단을 의
미한다. 여기서 의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이며, 능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위협은 수단과 목표를 통해 어느 정도 예
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여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나 ‘위험(risk)’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에 근거한 개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5) Rasmussen Mikkel Vedby. The Risk Society at War: Terror Technology and
Strate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6) 사이버공격은 더 이상 ‘물리력이 없는 공격’이 아니다.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 제어되는
물리적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공격과 피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이버공격은 ‘물리력을 가진 공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실질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Jeong JunHyeon and Joo Yeonsoo. “Security threats and legal controls
in cyberspace - Focusing on Attribution Theory-.”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Vol.13. No.1 (J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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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험의 대응은 위협의 격퇴 또는 중단에서 그치지 않고
비관적인 미래의 해결을 보장하는 활동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데에 있다. 위협은 그 행위나 영역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미래이므로 그 영역을 제한하기 어렵다.
위 이론을 사이버 안보에 적용하면 위협과 위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먼저 위협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목표로 발생하는 수단이
므로 사이버 공격과 테러 등 기존의 사이버 위협으로 적용된다. 위험
은 발생하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위험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위협은 기존의 기술적 위협으
로부터 대응을 위해 수행한 사이버 보안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며, 위
험은 기술적 위협과 관리적 위험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 안보적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라스무센(Rasmussen)의 위험 이론을 빌려 전략
방향성의 개념 틀을 만들었다. 위협(threat)과 위험(risk), 그리고 대
응으로서의 억지(deter)와 방어(defend)를 구성하였다. 억지와 방어
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테러대책의 주요 대응책으로 한다.

Ⅲ.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 추진 현황
본 장은 전술한 위험 이론에 기반하여 국가별 사이버 안보 전략
의 시작과 발전 흐름, 현재 운영 중인 전략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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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은 종합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전략이 수립되었
다.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010, 1996)을
통해 물리적,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기
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9.11테러(2001)를 계기로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2)을 수립하고, 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2)를 설립하였다. 주요기반시설과 중요자
원(Critical Infrastructure and Key Resources, CIKR)을 통합하
기 위한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국가기반시설 보호

계획(NIPP: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2006)을 수립하여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국가 안보, 사이버 안보 및 주요기반시설의 사이
버 보안의 체계를 각각 마련하고 운영하던 와중 중국에서 미국의 대
표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를 해킹하는 사건(2013)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 13636(2013)을 통해
NIPP의 개정과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률(National Cybersecurity
Protection

Act,

2013)

및

프레임워크(Cyber

Security

Framework)의 수립 등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령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을 기반으로 심화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가의 사이버 정책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행정명령 13800(2017)
과 15년 만의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 2018)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전략(DoD
Cyber Strategy)에서 나타난 인식을 보면 적대 세력의 지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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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는 점이다7). 이러한 기조는 바이든 정부
에도 이어져서 사이버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며 적극적인 방어와
효과적인 억지 추진을 발표했다8).

<그림 1> 미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 흐름

이처럼 미국은 정보보호 차원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와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9.11 테러를 기점
으로 외부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안
보 중심의 안보 전략 개발로 변화하였다.

2. 유럽
유럽은 단일 국가 체제가 아닌 연합조직의 형태로 유럽 내 국가
간의 사이버 안보 역량의 전반적인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냉전의 종
식 이후 설립된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 1993)을 중심으
로 유럽 국가들은 정치통합에서 안보 및 국방외교에 이르기까지 조
7) Chang Noh-Soon. “Cyber Coercion and America’s Cyber Strategy.”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Vol.13. No.1. (Jun 2020).
8)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Improving the Nation’s Cybersecurit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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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이고 합의된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
립하였다.
EU는 연합적 차원에서 유럽의 경계 내에서 국경의 구분 없이 발
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통신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침(Directive 2002/21/EC)과 전자통신 및 프라
이버시에 대한 지침(Directive 2002/58/EC)을 발표하였다. 이후
9.11 테러와 대량파괴 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의 확산 등 새로운 위험 환경을 고려하여 유럽의 주요기반시설 관련
테러에

대한

대응

차원의

보호

프로그램(EPCIP:

European

Programme for Critical Infrastructure, 2006)을 구축하였다. 이
후 2013년 기존의 전자통신 및 프라이버시 지침에서 몇 차례 개정
을 통해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지침(NIS Directive: Directive on
of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2013)을 수립하며 본격적
인 사이버 안보 지침이 수립되었다.
유럽은 특히 디지털단일시장전략(Directive on DSM: Digital
Single Market, 2015)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EU의 단일 시
장의 구축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를 운용한다.
모든 EU 회원국의 현재 제어시스템 관련 사이버 보안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제도(ICS-SCADA Cyber Security Maturity Levels,
2015)와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 보호 지침(NIS Directive, 2016)
및 사이버 보안 패키지(EU Cyber Security Package, 2017)를 통
해 보안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운영 협력 촉진, 위험에 대
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EU 회원국의 사이버 보안의 전반적인 수준
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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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럽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 흐름

초기 유럽은 위험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사
이버 안보 전략을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환경이 서로 연계되고 복잡
화된 새로운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을 고려한 디지털 전
략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전략을 진행하였다. 이후 디지털 의존성의
증가로 인해 디지털 위협으로 시장이 불안정화될 것을 우려하여 최
소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체
계를 마련하였다.

3. 영국
영국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정보 전쟁이나 사이버 범죄에 초점
을 맞추어 정보서비스 법(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과 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수립하여 정보기술(IT)로 인
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후 2007년 국제적으
로 영향을 미친 금융위기로 인해 영국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정보통
신기술(ICT)을 비롯한 사이버를 선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방어 차원에서 일찍이 수립한 전략적 방위 검토서
(Strategic Defence Review, SDR)에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8)이 파생되었고, 이후 국가안보전략(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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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이버 보안 전략(Cyber Security Strategy, 2009)이 파생되
었으며, 최종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위한 5개년 계획으로 최초의 독자
적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The UK Cyber Security Strategy,
2011)이 수립되었다. 계획했던 5년 후 영국은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사이버 안보 전략(2016)은 ‘방어
Defend’, ‘억지 Deter’, ‘개발 Develop’ 등 세 목표를 설정하여 더
넓은 안보적, 경제적 이익의 증진과 국방력의 강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협력 등을 추진한다.
영국은 철저히 자국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위해 안보 전략을 추
진한다.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의 핵심 가치를 국방에서 디지털, 그
리고 사이버로 변경하여 그에 맞는 안보 체계를 추진하였다. 사이버
국방적 차원에 대한 고려를 놓지 않은 영국의 최신 사이버 안보 전
략(2016)은 표면적으로는 안보적, 경제적(시장) 이익 증진을, 핵심사
항으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의 공격 개발, 국방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9).

<그림 3> 영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 흐름

9) HM Government.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 to 2021 : Progress
so f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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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일본은 디지털 활성화 전략과 동시에 사이버 안보적 접근을 시작
하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디지털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시행
하기 전부터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T
Security Policy , 2000) 및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 테러를 위한 특
별

계획(Special

Action

Plan

on

Countermeasures

to

Cyber-terrorism for Critical Infrastructures, 2000)을 수립하였
다. 이후 두 전략은 5년을 주기로 지속해서 개정하고 있으며, 첫 번
째 개정이 이루어진 2005년 이후 본격적인 정보보호 기본계획(The
First National Strategy on Information Security, 2006)이 수립
되었다. 일본의 전략 기반이 되는 두 전략이 두 번째 개정되던 2009
년에 일본의 두 번째 정보보호 기본계획(The Second National
Strategy on Information Security, 2009)이 수립되었다. 이처럼
같은 개정 주기를 유지하다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를 선언한 일
본은 본격적인 사이버 안보적 접근을 시작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전
략(Cybersecurity Strategy, 2013)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Cybersecurity Strategy, 2018)
은 사이버 공격의 대응을 중심으로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역
량 강화와 일본 기업의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 적용 등 민간 부문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분류
하기 위한 5단계 척도를 제시하고 보안 인력의 양성 및 강화를 추진
한다10).

10) NISC. Cybersecurity Strateg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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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본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 흐름

일본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의 활성화를 기초로 국민과
주요기반시설의 보호를 추진하고 이를 사이버 안보 전략으로 발전시
켰다.

5. 한국
한국은 ‘보안업무규정(1964)’의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에서 정보보
호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정보통신의 보안을 위한 최초의 지침
으로 국가정보통신보안기 본 지침(1999)을 수립하였다. 이어서 기존
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9 개정)에
정보보호의 개념을 추가하며(200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2001)을
새로 제정하며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및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 보
호를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을
강령으로 내걸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이듬해
1월 DDoS 공격으로 인터넷망이 마비되는 사건(1·25 인터넷 대란)이
발생한다. 그 뒤 7·7 DDoS 공격의 발생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 위기
종합대책(2009)을 수립하고, 3·20 테러 및 6·25 사이버 공격을 계기
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2013)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사고 및 공격의 발생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체계를 마
련하는 형식으로 사이버 안보 체계가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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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 흐름

그리고 2019년에 처음으로 독립적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2019)을 마련하였다. 해당 전략은 가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의
복원력과 즉각적인 대응체계의 마련, 부문 간 협력을 통한 기술·보
안·경제적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11).
한국은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게 되면서 초기 디지털 전략 중 “정보
보안”을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시작하였다. 한국의 디지털 활성화 정
책을 통한 사이버 영역의 확대는 새롭고 다양한 위험의 등장으로 이
어졌다. 이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 및 사건을
일으키었으며, 이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전략이 발전하였다.

Ⅳ.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유형화
1. 분석 기준
본 연구는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발전 흐름을 분석
하고자 하며, 분석 기준으로 사이버 안보 전략의 수립 배경과 구성요
소로 선정하였다. 수립 배경(background)은 위험 이론을 통해 도출
11) Office of National Security.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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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이버 차원에서의 위협과 위험의 개념 및 범위로, 구성 요소
(Strategic Contents)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추진 내용으로 방
어적 차원인지 억지력 강화 차원인지 그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하였
다. 여기서 억지는 직접적인 제재는 물론 간접적, 우회적인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위의 기준을 기반으로 3장에서 서술한 주요국의 사이
버 안보 전략을 비교하여 위협 대응 억지형, 위협 대응 방어형, 위험
대응 억지형, 위험 대응 방어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위협기반 억지형은 사이버 안보의 수준이 아직 기술적 보안 차원
에 머물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의 강화를 추진하는 유형이
며, 위협기반 방어형은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 수준이 기술적 보안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보안 사고의 발생을 기준으로 대응체계를 마
련하는 방어의 유형이다. 위험기반 억지형은 포괄 안보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공격 체계를 수립하여 선제적 보
안 대책을 마련하는 유형이며, 위험기반 방어형은 포괄 안보적 차원
으로 사이버 안보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나 국가 내부적인 차원으로
한정 지으며 대응 중심의 체계를 마련한 유형이다.

2. 주요국 안보 전략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테러 대책으로 제기되는 5D(설득 Dissuade, 거부
Deny, 억지 Deter, 방어 Defend, 개발 Develop)에서12) 영국 전략
의

구성요소이기도

한

3D(방어

Defend,

억지

Deter,

개발

Develop)만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별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다.
12) 테러의 주요 UN. Secretary-General offers global strategy for fighting
terrorism, in address to Madrid Summit. SG/SM/9757. 2005.

130 국가정보연구 제14권 1호

먼저 3D(방어 Defend, 억지 Deter, 개발 Develop)의 하위 카
테고리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방어(Defend)는 진화하는 사이버 위
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네트워크, 데이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탄력성을 보장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억지(Deter)는 사이버 공간상 적대 행위를 발견, 이해, 조사,
분열시킴으로써 위협 행위자(가해자)를 식별하고 그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단을 마련하여 모든 형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개발(Develop)은 미래의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최첨단의 분석과 전문 지식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이버
보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인재 및 기술을 개
발하고 국제적 차원의 연구 및 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에 나타난 전략
구성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표 1>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이슈 비교 ․ 분석
카테고리

방어
Defend

억지
Deter

능동적 사이버 방어
Active Cyber Defence
안전한 인터넷
Secure Internet
정부 보호
Protecting Government
주요기반시설 보호
Protecting Critical Infrastructure
공공 및 비즈니스 행동 변화
Changing Public and Business Behaviour

미국 유럽 영국 일본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 관리 및 위협 이해
●
Managing Incidents and Understanding the Threat

◎

●

●

●

○

●

◎

○

억제에서 사이버의 역할
Cyber’s Role in Deter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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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미국 유럽 영국 일본 한국

사이버 범죄 감소
Reducing Cyber Crime
적대국 대응
Countering Hostile Foreign Actors
테러 예방
Preventing Terrorism
주권 역량 강화 – 공격적인 사이버
Enhancing Sovereign Capabilities – Offensive
Cyber
주권 기능 강화 – 암호
Enhancing Sovereign Capabilities – Cryptography
사이버 보안 기술 강화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Skills
사이버 보안 분야 성장 촉진
Stimulating Growth in the Cyber Security Sector
개발
사이버 보안 과학 및 기술 홍보
Develop
Promoting Cyber Security Science and
Technology
효과적인 이슈 스캐닝
Effective Horizon Scann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mall, ●: Medium, ◎: Large

<표 2>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이슈 비교 ․ 분석 종합정리
미국
방어
Defend

억지
Deter

유럽

영국

일본

한국

●
●
NIS 지침의
4가지 Pillar 중 3가지 구성요소
첫 번째 요소
중 첫 번째,
3번째 요소

●

●
◎
4가지 Pillar 중 회원국 내 억지
세 번째 요소
및 처벌 전략

●

○
◎
직접적인 억지전략을
3가지 Pillar 중
수행하지는 않음
세 번째 요소에
사고에 대한
일부 포함
즉각적인 대응 및
협력적
위협 행위자 식별
차원에서 수행
수준에 그침

●

●
사이버 보안
●
생태계 구축 및
6가지 주요 내용 중
5.0 사회
4번째 요소
구현을 위한
조치

●
개발
4가지 Pillar 중
Develop
두 번째 요소

○
개발을 위한
별다른 조항
없음

●
사이버 안보의
●
책임을 개인 및 6가지 주요 내용 중
민간 조직과
첫 번째 요소
나눠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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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3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국가별 사이버 안보 전략의 주
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국가적 차원의 보호, 경제적 번영,
적대세력 및 위협 행위자에 대한 억지 전략, 미국의 영향력 강화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3가지 영역에서 더 나아가 국
제적 차원의 영향력 강화까지 꾀한다. 유럽은 EU의 내부 시장 활성
화 및 회원국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NIS 지침을 수립하였다. 따
라서 지침은 국가적 역량의 강화, 국가 간 협력, 주요 영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구성된다. 영국과 유사한 수준의 방어 체계 수립을
권고하나 회원국 내부 혹은 회원국 간의 억지 및 처벌 전략을 수립
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억지 정책을 펼친다. 또한, 사이버 보안 차원
의 개발은 개별 국가에 위임하여 별다른 조항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일본은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사이버 안보 전략
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험/보장과 안전한 사
회 구현,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대응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설
정하였다. 특히 5.0 사회(5.0 Society)를 목표로 사이버 안보 생태계
의 구현을 추진하는 등 국가 내부적 차원에서 방어와 개발 전략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다만 억지 전략의 경우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일부 수립한 수준으로 위협 행위자에 대한 식별 및 협력 국가
와의 정보 공유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 기반 보호를 비롯하여 대응 역량의 강화, 국내외 협력체
계 활성화, 보안 산업의 성장 지원, 사이버 보안 문화 추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반하여 방어 체계를 수립하
며 다각적인 지원으로 보안 연구 및 산업의 개발을 지원한다. 다만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위협 행위자 식별을 중심으로 억지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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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 안보 전략 패러다임 변화 분석
4장 1절에서 서술한 기준으로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에 이용할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방
향성의

개념틀은

라스무센의

위험이론과

테러

대책

5D(설득

Dissuade, 거부 Deny, 억지 Deter, 방어 Defend, 개발 Develop)
에서 빌려 구성하였다. 특히 개념틀의 한축을 테러 대책 5D 중에서
억지 Deter와 방어 Defend만을 가져온 것은 최근의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전략 방향성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기술적 보안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상 범위를 물리-사이버 기반시설의
보호와 디지털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방과의 연계를 통한 포괄안보의
형태로 나타난다(risk). 또한, 신냉전체제로 인해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주적을 대상으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 차원의 전략을 수
립한다(deter). 따라서 위험기반 억지형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림 6>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방향성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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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디지털 보안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기술
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시작하였으며(threat) 유럽 연합의 수립
으로 국가 간 상호연계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
어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만 적극적인 공격적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 시민의 보호로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증
대시킨다(deter). 따라서 위협기반 억지형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영국은 방위전략에서 사이버 안보 전략을 시작한 만큼 군, 경과
의 협력을 통한 안보 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유럽에 속하여 ISIS와
같은 테러단체를 주적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안보 체계를 운영한다
(deter). 디지털 활성화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국가
로 기술적 보안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6년 조직의 통합을 통해
물리-사이버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기술-관리 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risk) 위험기반 억지형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디지털 활성화와 동시에 정보보안을 시도하였으며 그 영
역 또한 일찍이(2000년대 초반) 주요기반시설과 정부 기관의 정보보
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 결과로서 정보보안
전략으로 시작하여 사이버 안보 전략으로 발전시켰으며 온전히 기술
적 차원의 보안 접근법을 사용한다(threat). 또한, 주적의 설정이 어
려워 국가 자체적인 안보 대응체계를 가진다(defense). 따라서 위협
기반 방어형 유형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디지털 활성화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응을 위해 사
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한 만큼 기술적 보안에 강점을 가진다
(threat). 다만 최근 군과의 협력을 통해 점차 포괄안보적 성향이 일
부 나타난다. 그러나 방어적 차원에서의 안보를 위한 협력체계로 적
극적 공격보다는 발생하는 공격 또는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defense) 주적으로 북한을 지정하고 있으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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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공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위협기반 방어
형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화된 연구 및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
다.
<표3> 주요국의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방향성 비교․분석
국가
미국
(National
Cyber
Strategy,
2018)
유럽
(NIS
Directive,
2016)
영국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
일본
(Cyber
Security
Strategy,
2018)
한국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19)

개요

주요 정책

Implications

Type

국가 사이버 전략은 미국이 미
국 국민이 우리의 원칙을 반영
하고 보안을 보호하며 번영을
촉진하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의
혜택을 계속 누리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

Cyber Security
Framework
(CSF), and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NIPP)

사이버 공격,
사고, 테러
등을 방지

위험 대응
억지

취약성 분석 및
평가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이 지침은 내부 시장의 기능을
회원국과의
향상시키기 위해 연합 내 네트 디지털 단일 시장
위협 대응
협력 및 성숙한
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높은 공 및 사이버 보안
억지
사이버 보안
통 수준의 보안을 달성하기 위
패키지
기능
한 조치를 제시
정부의 비전을 전달하기 위한
활동은 전략의 세 가지 주요 목
National
공동 사이버
표인 사이버 공간을 방어하고,
Offensive
예비군에 의한 위험 대응
적을 막으며, 능력을 개발하는
Cyber
ACTIVE
억지
데 앞장서고 있으며, 모두 효과
Programme
사이버 방어
적인 국제 행동으로 뒷받침되어
(NOCP)
야 함
일본은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가
주요기반시설보호(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국민에게
CIP) 실행 계획
지속 가능한 위협 대응
풍요로워지는 사회 (Society
및 정부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어
5.0)를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및 기관 정보
사이버 보안
공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 ( '사
보안
이버 보안 생태계 실현')을 지향
이 전략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평
화에 기여하기 위해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

위협 대응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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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사이버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사이버와 현실 세
계의 융합과 사이버 안보 차원의 리비히 법칙의 적용 등의 환경 변
화 양상에 따른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발전 흐름을 분석하고
자 진행되었다. 미국과 유럽, 영국, 일본 등은 정보통신망 도입 시부
터 디지털 활성화 차원에서 꾸준히 사이버 보안 및 안보에 대해 체
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고 발생 시 대응 차원에서 사
이버 안보 전략 및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체계 구축
의 형태가 아니므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한 지금,
이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추진 과정과 핵심 정
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라스무센의 위험 이론
의 위험 및 위협의 개념과 사이버 안보의 적극성(공격적-방어적)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 영국, 일본,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던 사이버 보안의 중요
성이 증가하여 별도 전략으로 수립되거나 국가 방위 차원에서 현실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수립 배경이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안보와
국가 안보, 국가 방위 등이 포함되는 포괄 안보적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의 연계를 통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영국은 안보
전략의 시작이 국방 전략으로 적극적인 군과의 협력을 기반한 포괄
안보(risk)를 추진한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명확한 주적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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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격적인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한다. 일본은 주적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국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
에서의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으로 사이버 전쟁이 대두되자
국제협력의 이점을 얻고자 군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반면 유럽은 단
일 국가가 아닌 연합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괄안보보다는 디지털
시장의 단일화를 통한 회원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국제적으로 경제 등의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으로 주적을 명시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상황
에 따른 대응체계를 지원하는 방어적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이버 안보의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라스무센의
이론처럼 사이버 공격(위험)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례로 미국과 영국에서
추진하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등의 선제 대
응체계를 통해 미래에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
전에 차단하는 대응 전략의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우
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융합 및 신 냉전체제로 인한 국제적 흐름을
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안보 역량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을 억지시
키는 능력이다. 주적 외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위협 행위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직·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억지 전략을 통해 발생하지 않는
위험까지 사전 대응 및 예방을 추진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발전 흐름을 분석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
고 명명되는 전략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만 연
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차후에 사이버 국방 및 국가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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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전략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
가 기반 연구로써 활용되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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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Paradigm Change in Major Countries
Ji-yeon Yoo(Professor of Sangmyung University)
The

interconnectivity

and

intelligence

of

technology

have

expanded our space of life and enabled new social constructions, but
they also bring new threats and combined risks. As a result,
countries'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in response to the technology
policy level are changing the policy paradigm, becoming a significant
national-level agenda that requires active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major countries are creating strategies by increasing the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to the national
security level. But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 are being
developed differently depending on national strategic goals and the
strategic directions each country pursues.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ion of cybersecurity strategies in major countries,
going beyond a basic analysis that examines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ies. To this end, we
applied Rasmussen's risk theory to create a conceptual framework for
strategic directionality; to analyze and reflect the cybersecurity
strategy flows promoted in major countries; and to model them
within the conceptual framework. Studies have shown that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in major countries are changing,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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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imple countermeasures but also from active cyber defense, to
more aggressive forms, such as identification of threat actors and
proactive security measures. The types of conceptual framework and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presented in this work can be
employed as a basic framework for future cybersecurity strategy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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