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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난 1년간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ITU, IISS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수
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국가에 적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 사이버역량 수준평가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강화에 필요
한 요소와 그에 대한 국가별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국의 역
량 강화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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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모형을 개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
하였다. 본 고에서는 사이버역량 평가항목,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을 중심으로 해외 평가사례를 비교 검토해봄으로써 사이버역량 수준평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나아가 국내 연구 실정을 고려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자 한다.

주제어

사이버역량, 역량평가, 세계사이버보안지수(GCI),
국가사이버파워지수(NCPI)

※ 이 성과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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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 국가의 역량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자국의 역량과 비교분석함
으로써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정책결정자들이 오랫동안 지속
해 온 노력이다. 특히 군사력, 경제력 등 분야에서 특정 국가의 역량
을 비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 및 활용되어 왔고, 정보통신분야
에서도 IT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정부의 수준평가, 정보보호지수 등은
발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 발달에 기반한 사이버공간
에서 특정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은 아직은 생소한 분야이다.
이는 비단 IT기술 발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새로운 공간
이 창출되면서 이 공간을 구성하는 인프라, 생성ㆍ공유ㆍ활용되는 데
이터,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 국가 구성의 기본개념의 확장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최근 유행처럼 논의되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어려운 사이버공
간 속의 또 다른 사이버공간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기술진보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속도가 매우 더딤을 반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국가별 역량
비교분석과 유사한 방식을 채용하여, 사이버 분야에서도 각국별 역량
을 평가하고 그 순위를 매김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고 앞으로
의 개선점 도출에 활용해 왔다. 비록 이러한 노력이 기존 물리적 사
고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으나, 무형의 사이버
역량을 유형적 의미로 분석해내는 시도이며, 정책결정을 위한 훌륭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초로 이를 적용한 사례는 미국의 RAND 연구소1)나 에너지부
(DoE)로 인식된다.2) 이후 2014년 호주의 ASPI는 아태지역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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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사이버역량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군을 중심으로한 거버
넌스 체계 구성 현황 등을 파악했었다.3) 2015년에는 법체계 중심으
로 수준을 평가한 BSA4)도 그 결과를 발표하였고, 영국 옥스퍼드 대
학의 역량강화센터가 기존 역량평가 방법론을 총망라한 평가항목을
구성한 방법론을 발표하였다.5) 또한,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에서도

2015년

세계

사이버보안

지수(GCI,

Global Cybersecurity Index) v.1 평가결과 발표 후 2021년 v.46)
까지 발표하였는데, 동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위로 기록되었다.7)
2020년 이후에는 하버드대학과 IISS에서 각각 국가 사이버 파워 지
수(National Cyber Power Index 2020)와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
를 발표하였다.8) 또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도 관련 연
구결과를 지난 6월 공개했다.9)

1) RAND Corporation, Stocktaking study of military cyber defence capabilities
in the European Union(milCyberCAP), 2013.
2) Department of Energy, Cybersecurity Capability Maturity Model(C2M2)
version 1.1, 2014.
3)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Cyber Mat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4, 2014.
4) BSA, EU Cybersecurkty
Cyberspace, 2015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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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to

a

Secure

European

5) Global Cyber Security Capacity Centre, Cybersecurity Capacity Maturity
Model for Nations(CMM) revised edition, 2016.
6)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Global Cybersecurity Index 2014,
2015.
7)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Global Cybersecurity Index 2020,
2021.
8)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National Cyber Power Index
2020-Methodology and Analytical Considerations, 2020.
9)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Cyber Capabilities and
National Power: A Net Assessmen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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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 사이버역량평가 해외 연구사례
평가기관

평가연도

평가모형

RAND

2012

사이버 방어 역량 성숙도 모형

DoE

2014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형

ASPI

2014~2017

아태지역 사이버 성숙도

BSA

2015

국가 사이버보안 대쉬보드

옥스퍼드 대학

2015~현재

사이버보안 역량 성숙도 모델(CMM)

ITU

2015~현재

세계 사이버보안 지수(GCI)

하버드대

2020

국가 사이버 파워 지수(NCPI)

IISS

2021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

기존 연구결과와 최근의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 경향을 살펴보면,
각국의 사이버역량을 단순히 점수화, 순위화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
원의 사이버역량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국제적,
공개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ITU는 GCI v.4 평가
를 토대로 글로벌 사이버역량 강화방안을 도출하였고, 옥스퍼드 대학
은 CMM 평가모형을 토대로 각국 정부에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컨
설팅을 진행, 그 결과를 공개한다. 하버드대학과 IISS는 국가목표 달
성을 위해 사이버 도구를 활용하는 각국의 현황을 특성화함으로써
공세적 역량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 주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해왔다. 2015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헤리티지 재단, BSA, ITU, ASPI, 옥스퍼드대, 美DoE에서 진행된 평
가사례를 종합 검토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특징을 반영하여 사이버보
안 역량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10) 또한,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른
10) 배선하 · 박상돈 · 김소정,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연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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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AHP 방법론을 활용하고, 국가별 역량
순위도출을 위해서는 TOPSIS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정교한 수학적
기반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였다.11) 2019년에는 사
이버안보 정책을 주제로 연례 개최되는 국제 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Global Cyberspace Peace Regime,
GCPR)에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역량평가 연구를 소개하고 평가 결과
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12) 이후 평가결과로부터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항목별 중요도와 항목별로 우리나라 역량
수준을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에 적용해보았고, 2021년에는 이를 NCPI 평가결과에 적용해봄
으로써 국내에서도 공세적 사이버역량에 관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도출하기도 하였다.13)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평가모형이나 평가결과를 상
세하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평가결과를 정책분석이나 국제협력적
의제 발굴에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20년
이후 발표된 ITU의 GCI v.4,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NCPI, IISS의 국
가 사이버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간략히 비교ㆍ분석하고, 최근 평가의 경향과 특징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보호학회논문지』 제25권 제5호 2015년 10월, p.1293-1314.
11) 배선하 · 박상돈 · 김소정, “AHP와 TOPSIS 융합 방법론을 이용한 국가 사이버 역량
강화 방안”, 『융합보안논문지』 제15권 제4호 2015년, p.43-55.
12) 배선하, “K-Global Cybersecurity Capacity Assessment And Appli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Global Cyberspace Peace Regime
2019』 2019.
13) 송민경 · 배선하 · 김소정,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 모델을 활용한 국내 사이버안보 정
책 의제 도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8호 2021년, 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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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모형

또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역량 수준 평가의 의미를 되짚
어보고, 이로부터 국내 사이버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이버 역량평가
분야의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해외 사이버역량 평가사례
1. ITU GCI v.4
가. 평가개요
ITU 전기통신개발부문(ITU-D)14)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제고
와 지원ㆍ규제 정책 간 균형을 목적으로 GCI를 개발, 194개국에 대
한 사이버보안 역량을 평가하고 국가별 모범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
유하여 왔다. 2021년 6월, 4번째로 발표된 GCI v.4 평가에는 169
14) ITU-D는 개발도상국 정책, 규제, 교육프레임워크 및 재무전략 제공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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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CI v.4 평가항목과 하위지표
평가
분야

평가항목

가중치

사이버범죄 실체법

14

사이버보안 규정

6

국가·정부
CERT/CIRT/CSIRT16)

5

분야별
CERT/CIRT/CSIRT

5

표준 이행 프레임워크

5

아동온라인보호

5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10

책임기관

6

사이버보안 평가체계

4

법
(20)

기술
(20)

조직
(20)

하위지표

가중치

①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관한 실체법
② 컴퓨터 관련 위변조에 관한 실체법
③ 온라인 안전에 관한 실체법
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규정
② 데이터 유출 및 사고통지 규정
③ 사이버보안 감사 요구사항 규정
④ 표준 이행 규정
⑤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서명 활용 규정
⑥ 스팸 억제 규정
⑦ 국가주요정보시스템 식별/보호 규정
① 국가차원의 CERT/CIRT/CSIRT
② 인식개선/정규훈련/대민지원/아동온라인보호 활동
③ FIRST17) 제휴
④ 지역CERT와의 제휴
⑤ TF-CSIRT-SIM318) 인증
① 분야별 CERT/CIRT/CSIRT
② 인식개선/훈련/분야 간 정보공유 활동
① 표준 채택/이행 프레임워크
② 국제표준활동 참여
( 하위지표 없음)
①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② 행동계획/로드맵
③ 아동온라인보호에 관한 국가전략
① 국가 차원의 사이버조정 책임기관
② 국가주요기반시설 보호에 관여하는 기관
③ 역량개발 감독 기관
④ 아동온라인보호 감독 기관
①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평가 체계
② 국가 차원의 위험 분석·평가 체계
③ 사이버보안 개발 수준 평가 체계

5.6
5.6
2.8
1.8
1.8
1.2
0.3
0.3
0.0
0.6
1.0
1.0
1.0
1.0
1.0
2.5
2.5
2.5
2.5
3.5
4.0
2.5
1.5
1.5
1.5
1.5
1.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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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

평가항목

역량
개발
(20)

가중치

사이버보안 인식개선
캠페인

2

사이버보안 전문 훈련

2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4

사이버보안 R&D
프로그램
사이버보안 산업

협력
(20)

하위지표
① 분야별 인식개선 캠페인
② 시민사회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③ 시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④ 노인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⑤ 특정 수요에 따른 인식개선 캠페인
⑥ COP 관련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① 정부지원 훈련프로그램
②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③ 분야별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① 기초교육
② 2차 교육
③ 고등 교육 프로그램

4

(하위지표 없음)

4

(하위지표 없음)
① 사이버보안 분야 역량 강화 촉진 활동
② 사이버보안 산업 개발 촉진 횔동
(하위지표 없음)
(하위지표 없음)
(하위지표 없음)
① 국내 기업과의 PPP 체결
② 외국인 소유 기업과의 PPP 체결
(하위지표 없음)

인센티브 제도

4

양자 협약
국제 사이버보안 활동
다자 협약

4
4
4

PPP19)

4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

4

가중치
0.4
0.4
0.2
0.2
0.4
0.4
0.6
0.6
0.8
1.2
1.2
1.6

2.0
2.0

2.0
2.0

개 국가, 84명의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그간의 평가
중 가장 높은 평가 참여율을 보였다.
<표 2> GCI 평가 이력
평가모형

평가보고서 발표

평가대상 국가 데이터수집 기간 설문응답국가

1차

GCI v.1

GCI 2014 (2015. 4.)

193개국

2013~2014

105개국

2차

GCI v.2

GCI 2017 (2017. 7.)

194개국15)

2016

136개국

3차

GCI v.3

GCI 2018 (2019. 3.)

194개국

2017~2018

155개국

4차

GCI v.4

GCI 2020 (2021. 6.)

194개국

2020

16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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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모형
GCI는 법, 기술, 조직, 역량개발, 협력의 5개 분야(Pillar)로 구성
된 평가모형으로, 이를 구성하는 평가항목은 평가 시점에 따른 사이
버보안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삭제·수정되며 평가항목별 중요도
에 따라 평가점수 합산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재산출된다.

국가별 점수 부여는 ITU가 각국에 평가지표와 관련된 활동의 수
행 여부(O/X)를 묻는 설문과 그에 대한 회신, 제출된 자료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GCI v.4의 경우 ITU는 평가대상인 194개 국가
에 GCI v.4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작성된 설문지20)를 배포하고, 항목
별 관련 활동 수행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고 한 경우, 관련 문서를 첨부하거나 관련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응답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수행
하였다. GCI v.4 평가 설문에 응답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69개 국가로, 평가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국가들의 점수는 ITU
15) ITU 회원 193개 국가와 팔레스타인
16)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IRT(Computer Incident
Response Team),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는 모
두 사이버사고대응팀을 의미함
17) FIRST(Forum of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사고대응 및 보안 팀
포럼), CSIRT의 글로벌 연합체
18) TI-CERT-SIM3는 유럽 CERT 커뮤니티에서 설립한 TI(Trusted Introduce)의 CERT
에 대한 보안 성숙도 인증·평가 서비스임
19)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20) https://www.itu.int/en/ITU-D/Cybersecurity/Documents/GCIv4/GCIv4_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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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여 GCI 점수산정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 평가결과
올해에는

미국(100점/1위),

영국·사우디아라비아(99.54점/2위),

에스토니아(99.48점/3위)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스페인과 함께 공동 4위(98.52점)를 기록하였
는데, 이는 그간의 GCI 평가 중 가장 높게 평가된 점수(순위)이다.
<표 4> GCI v.4 주요 평가결과
국가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에스토니아
한국
싱가포르
스페인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이스라엘*
이란
북한*

법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9.68
16.48
1.35

기술
20.00
19.54
19.54
20.00
19.54
19.54
19.54
19.08
19.08
19.21
19.54
17.94
16.99
14.63
0.00

분야별 점수
조직
역량개발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9.48
18.98
20.00
18.98
20.00
18.98
20.00
18.98
20.00
18.74
20.00
18.98
20.00
18.98
19.48
16.63
19.04
15.02
19.24
16.82
17.80
0.00
0.00

협력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9.41
19.41
18.91
20.00
15.33
0.00

최종
점수
100
99.54
99.54
99.48
98.52
98.52
98.52
98.06
97.82
97.6
97.41
92.53
90.93
81.07
1.35

최종
순위
1
2
2
3
4
4
4
5
7
9
13
33
36
54
181

(*표시: 평가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국가)

특히 우리나라는 법, 역량개발, 협력 분야에서 만점(상대적 장점)
을 획득한 가운데, 기술과 조직 분야에서 일부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잠재적 발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 국가정보연구 제14권 2호

출처: ITU, Global Cybersecurity Index 2020

[그림 2] 우리나라 GCI v.4 평가결과

ITU는 국가별, 지역별 점수 현황만 공개했던 기존 평가보고서와
는 달리, 금년도 평가보고서에서는 GCI 평가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5개 평가분야별 글로벌 사이버보안 경향을 정량화, 수치화하
여 제시하였다.
<표 5> GCI v4 보고서에 제시된 평가분야별 글로벌 사이버보안 경향
분야

분석 결과

법

많은 국가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온라인 신원
보호는 그 중요도에 비해 관련 법제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 보호) 148개 국가가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정(133개 국
가) 또는 초안 작성을 완료(15개 국가)하였으나, 아직 46개 국가에서 관련 법률
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온라인 신원 및 정보 유출)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신원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제를 마련하지 못한 국가가
80개국에 달함(법제 마련-97개국, 초안 작성 완료-17개국, 없음-80개국)

기술
조직

131개 국가가 국가 CIRT/CERT/CSIRT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관련 하위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국가는 11개 국가밖에 없기에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분야별 특화된 CIRT/CERT/CSIRT는 76개 국가만이 보유하였으며, 그중 37개
국가에서만 관련 하위 평가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NCS21))을 개발·개선함에 있어 주요기반시설(이하 CII22))
보호 및 국가 복원력(Resiliency) 확보에 관한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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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량
개발

협력

분석 결과
- NCS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준비·대응·사고복구에 필요한 국가적 조치를 포
괄하는 전략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NCS 개발을 넘어 정기적으로 이를 개선
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고자 함
- 한편,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비대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CII 보호와 복원력 확보 노력이 중요한데, 아직 상당수의 NCS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CII 보호 및 국가 복원력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
며, 이를 NCS 상에 반영함으로써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사이버보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
력 및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특히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육성을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세금 인센티브·면제, 또는 사이버보안 표준을 계약상 포함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통해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촉진 가능
- 그러나 GCI v.4 평가결과에서 124개 국가에서 사이버보안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기에, 향후 관련 제도의 발전과 채택이 필요함
규범 형성 및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양·다자 협약 체결은 매우 중
요하며, 그중 양자 협정에서 역량개발, 정보공유, 사법공조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
가 있음
- GCI v.4 평가결과에 따르면 90개 국가가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중
46개 국가만이 정보공유, 역량개발, 사법공조 조치를 모두 포함하였음

ITU는 v.4에서 비대면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이버공간 의존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절실함을 강조하며,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7대 고려사항을 <표2-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GCI v.4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7대 고려사항
연번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7대 고려사항

1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정기적 평가

2

국가 차원의 사이버사고 대응팀 강화 및 분야별 특화팀 개발

3

명확한 이행 계획을 동반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모니터링 및 개선

4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포용력과 다양성 확보(여성, 청소년 등의 참여 증진)

21) National Cybersecurity Straregy
22)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전력그리드, 정수시설, 운송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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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7대 고려사항

5

사이버보안 준비도와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사례 연구 등 국제
활동에 대한 정기적 참여

6

(중)소기업의 사이버역량 개선

7

민간부문,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이해관계자 전반의 협력 증대

2. 하버드대 벨퍼센터 NCPI
가. 평가개요
미국 하버드케네디스쿨의 벨퍼센터는 2020년에 전 세계 30여개
국23)의 사이버파워를 평가한 NCPI를 발표하였다. NCPI는 7가지 국
가목표(감시, 보안, 정보통제, 인텔리전스, 산업, 공격, 규범)를 달성하
기 위해 사이버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별 의지와 역량 수준을
각각 사이버의지지수(Cyber Intent Index, CII)와 사이버역량지수
(Cyber Capability Index, CCI)로 두고 평가하였다.
<표 7> NCPI에서 정의한 7가지 국가목표별 세부설명
국가목표
국내 감시 및
모니터링

세부설명

1

감시

2

보안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 및 촉진

국가 자산·시스템 보안, 국가 사이버 위생 및 복원력
형성, 사이버 위협 국가에 대한 인식 제고

3

정보 통제

정보환경 제어 및
조작

정보의 통제와 인터넷 프라이버시 및 언론의 자유보
호, 악의적인 선전이나 역정보 관리

4

인텔리전스

국가안보를 위한
국외 정보수집

국내 위협·행위자에 대한 정보 탐지 및 수집

적국의 기밀정보(상업적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외교·
군사·조약 등 타국가에 대한 상황인식과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23) 평가대상국가 선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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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

세부설명
국내 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합법적(사이버보안 연
구개발 투자 및 인력양성)·불법적(산업스파이) 사이버
수단의 활용

5

산업

상업적 이윤 또는
국내 산업 성장

6

공격

적의 인프라 및
역량 파괴

파괴적인 사이버기술·전술·절차를 사용하여 작전공간
에서 적의 능력을 파괴하거나 저하시킴

7

규범

국제 사이버규범
및 기술표준 정의

사이버 규범수립을 위한 국제법·정책·기술적 논의 참
여, 사이버조약 체결, 역량공유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나. 평가모형
하버드대학에서 진행한 NCPI 평가에서는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
격 의지와 사례를 평가항목에 포함·평가하며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
를 시도하였다. CII는 국가별 공개된 전략이나 성명, 예산, 사이버 공
격 자료 등을 기반으로 32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다.
<표 8> NCPI 국가목표별 CII 지표
국가목표

CII 지표

감시

사이버범죄 정책 또는 법집행기관 보유 여부, 감시기능 갖는 정보기관 보유
여부, 사이버범죄·테러·국내감시 관련 전략·계획·법 존재 여부, 국가사이버전략
에서의 일관성, 국가사이버전략에 감시 목표 반영 여부(표명, 예산확대), 사이
버공격(감시) 수행 여부

보안

사이버안보 계획 발간 여부, 대국민 사이버보안 캠페인 수행 여부, 적극적인
사이버안보 계획 표명 여부, 국가사이버전략에서의 일관성, 국가사이버전략에
사이버방어활동의 반영 여부(표명, 예산확대)

정보통제

데이터보호법 강화 여부, 정보통제 기능 공식 표명 여부, 정보통제 기능을 갖
춘 군사·정보조직 보유 여부, 국가사이버전략에서의 일관성, 국가사이버전략에
정보통제 활동 반영 여부(표명, 예산확대), 사이버공격(정보통제) 수행 여부

인텔리전스

사이버정보수집 활동 공식 표명 여부, 정보수집 기능을 갖춘 군사·정보조직 보
유 여부, 국가사이버전략에서의 일관성, 국가사이버전략에 정보수집 활동 반영
여부(표명, 예산확대), 사이버공격(인텔리전스) 수행 여부

24) 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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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

CII 지표

산업

ISO/IEC 합동기술위원회 참여 정도, 민-관협력 이니셔티브 존재 여부, 사이
버연구 투자 여부, 국가사이버전략에서의 일관성, 국가사이버전략에 기술경쟁
력 확보 활동의 반영 여부(표명, 예산확대), 사이버공격(산업목적) 수행 여부

공격

공격적 사이버 기능 공식 표명 여부, 공격적 사이버 기능을 갖춘 군사·정보조
직 보유 여부, 국가사이버전략에서의 일관성, 국가사이버전략에 공격적 활동
반영 여부(표명, 예산확대), 사이버공격 활동 수행 여부

규범

UN GGE 활동 참여 여부, 2012~2016 동안 UN GGE 활동 지원 여부,
2015~2019 동안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참여 여부, 사이버전문역량 포
럼24) 참여 여부, ISO/IEC 합동기술위원회 참여 정도, ITU 표준화연구반
-13/17/2025) 참여 정도, 양·다자 사이버방어훈련 참여 여부, 국가사이버전략
에서의 일관성, 국가사이버전략에 규범 형성 활동 반영 여부(표명, 예산확대)

CCI는 공격증거, 거버넌스 체계, 관련 정책·법률 등을 기반으로
27개의 지표를 토대로 평가되었으며, CII와 CCI를 곱하여 의지와 역
량이 모두 높은 순서로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였다.
<표 9> NCPI 국가목표별 CCI 지표
CCI 지표
사이버관련 법률
국가지원

사이버공격26)

지표별 관련 있는 국가목표
감시

방어

○

○

○

정보
통제

인텔리
전스

산업

공격

규범
○

○

○

○

○

양자사이버협약

○

다자사이버협약

○

사이버군사교리

○

사이버사령부

○

글로벌기술기업

○

○

하이테크 수출

○

○

○

○

인적자원

○

○
○

○

25) ITU Standardization Study Group 13(미래 네트워크), 17(보안), 20(IoT 및 스마
트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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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 지표

지표별 관련 있는 국가목표
감시

방어

정보
통제

사이버군사인력

인텔리
전스
○

글로벌사이버보안기업

공격

규범

○
○

컴퓨터감염률

○

모바일감염률

○

소셜미디어사용자비율

○

인터넷보급률

○

감시기술존재여부

○

○
○

○
○

상위웹사이트

○

상위뉴스사이트

○

콘텐츠제거요청

○

인터넷자유도27)

산업

○

○

특허출원28)

○

광대역속도

○

모바일속도

○

E-커머스29)

○

쇼단 노출 취약점목록30)

○

CSIRT(사고대응팀)

○

글로벌소프트파워31)

○

26) 러시아(29건), 중국(19건), 이란(14건), 미국(2건), 호주/베트남/이집트(1건)
27) Freedom in the World,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
(25점), 콘텐츠에 대한 제약 여부(35점),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로 구성된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위 3개 평
가항목에 대해 각각 22점, 24점, 20점으로 평가되며, 65개국 중 17위를 기록하였음
28) 자본금 대비 특허출원율
29) 자본금 대비 E-커머스 규모
30)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IoT 기기)의 포트나 취약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s://www.shodan.io/)
31) Brand Finance에서 진행한 글로벌소프트파워지수(Global Soft Power Index)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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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CCI 지표는 하버드대학에서 NCPI를 위해 자체 개발한
지표가 아니라 7대 국가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외부의 지표를 인용한
것이며, 하버드대학은 각 지표의 출처와 점수화 방법을 별도의 자료
에서 제시하고 있다.32)

다. 평가결과
NCPI 평가 결과,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가 가장 강
력한 사이버강국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역량과 의지에
서 1등을 차지하였고, 영국이 의지와 역량 모두 미국과 중국 다음으
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10> NCPI 평가결과(1~10위), 괄호는 평가점수
구분

순위

NCPI

1

2

3

미국

중국

영국

4

5

6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7

8

9

10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CII

중국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호주 캐나다 이란
(80.3) (76.7) (76.0) (71.0) (60.9) (59.6) (58.7) (56.6) (54.7) (51.1)

CCI

미국 중국
영국
독일
(65.8) (55.9) (44.9) (43.5)

프랑스
(43.0)

한국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40.0) (39.1) (38.3) (38.0) (37.7)

우리나라는 30개 국가 중 종합 16위(CCI 6위, CII 18위)로 의지
는 낮지만 높은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 CCI
와 CII 점수를 살펴보면, 의지(CII)는 인텔리전스 항목만 전체평균보
다 높게 평가된 반면, 역량(CCI)은 전체 항목에서 전체평균보다 높게
32) https://dataverse/harvard/edu/file.xhtml?persistentld=doi:10.7910/DVN/LT55J
Y/HQMNOH&versio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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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NCPI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해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비밀리에 사이버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
였다.
<표 11> NCPI 우리나라 평가결과 (상세)
(괄호는 국가목표별 30개국 평균점수)

구분

목표

CII
CCI

감시

방어

정보통제

인텔리전스

산업

공격

규범

23

63

14

67▲

32

15

61

(40.8)

(74.5)

(33.8)

(45.7)

(35.1)

(26.6)

(61.9)

47.7▲

59.6▲

34.4▲

23.9▲

41.5▲

34.8▲

37.4▲

(42.9)

(54.5)

(26.9)

(23.2)

(20.7)

(33.8)

(30.4)

출처: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2020), National Cyber Power
Index 2020

[그림 3] NCPI 2020 평가결과의 CCI-CII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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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PI는 국가별 의지와 역량 점수의 분포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한 CCI-CII 매트릭스를 통해 의지와 역량이 모두 높은 국가(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역량은 높지만 의지가 낮은 국가(한국),
의지는 높지만 역량이 낮은 국가(러시아, 이란, 이스라엘, 네덜란드),
의지와 역량 모두 낮은 국가(이집트, 리투아니아)를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3. IISS의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
가. 평가개요
IISS는 오늘날의 국력(National Power)에 사이버역량이 핵심적
으로 작용함에 따라 주요국의 사이버 정책과 역량의 큰 흐름을 이해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이버보안의 측면을 넘어 국가안보,
경제경쟁 및 군사 분야 등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
지 않았다.
IISS는 국가별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역량
평가를 활용하였다. 평가대상 국가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 관계, 위협 국가, 초기 역량 개발 국가 등의 기준에 따라 15개
국가33)가 선정되었다.

나. 평가모형

33)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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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7가지로 국가별 전략 및 교리, 거버넌스 및 지휘통제, 핵
심 사이버 정보수집 역량, 사이버 부권(empowerment) 및 의존성,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사이버공간 문제의 글로벌 리더쉽, 공세적 사
이버역량을 IISS 전문가가 정성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표 12> IISS의 7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설명

1

전략 및 교리

2

거버넌스, 지휘·통제

3

핵심 사이버 정보수집
역량

방어적·공격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이버공간의 위협과 기회
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상황 인식 능력을 분석·평가함

4

사이버 부권 및 의존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
으로, 인터넷 연결에 대한 국가의 의존성에 따른 취약성, 경
제적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고자 함

5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중대한 사이버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응·복구 역
량을 분석·평가함

6
7

국가 사이버역량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 문서를 분석·평가함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및 운영 체계를 분석·평가함

사이버공간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과 파급력을 분석·평가함
글로벌 리더십
공세적 사이버 역량

정보수집(평가항목 3)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공격 수행 역량
을 평가함

다. 평가결과
IISS는 정량화된 평가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국들을 상위, 중위, 하위그룹으로 계층화하고,
주요 이슈를 9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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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IISS의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9가지 주요 이슈
연번

주요 이슈

1

사이버공간 전략의 도전과제

2

정보기관의 역할

3

첨단기술 산업 경쟁

4

사이버안보에 대한 범사회적 접근방식

5

공세적 사이버 역량개발

6

자원

7

국제 동맹

8

군사 변환

9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개발·활용 확대 촉발

또한, 15개 평가대상 국가에 대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 제
시하였다.
<표 14> IISS 평가 결과
(그룹별 국가 순서는 평가순위나 역량 수준과는 관련 없음)

상위 그룹(Tier 1)
7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은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 국가

1

미국

- 미국은 사이버공간의 민간·군사적 활용 모두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
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됨
· 안보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강력한 디지털 산업 기반을 확보함
-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방어(Defence
forward) 및 지속개입(Persistent engagement)과 같은 교리적
변화를 강구하고 있음
중간 그룹(Tier 2)
7개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강점을 보유한 국가

1

영국

2

이스라엘

- 영국과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사이버 정보수집 역량, 정교한 사이
버 공격 기능 개발/활용에 특히 강점을 보였음
· 강력하고 성장하는 사이버보안 산업 기반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대
한 범사회적 (Whole-of-society) 접근방식을 구현하고 있음
- 두 나라 모두 미래 인터넷 인프라 구축 능력에서는 미국, 일본, 중
국 및 기타 국가에 뒤처져있기는 하지만,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며, 미국과 공동으로 공격적 사이버 작전 수행
경험이 있다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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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프랑스

- 프랑스는 사이버보안에 특히 강점을 지닌 국가로, 사이버 정보수집
능력에 있어 수집 범위는 넓지만, 강도와 깊이 면에서 미국과 영국
에 뒤처져있는 것으로 보임
· 프랑스는 사이버보안을 사이버 정보수집 및 공세적 사이버 활동과
별개 활동으로 분리·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해외 정보수집에 관하여 국제 협력에 과의존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
교하여 자치성을 확보하고자 함

캐나다

- 캐나다는 활발한 기술창업 생태계 및 강력한 디지털 경제가 강점임
· 공공-민간 간 창의적인 파트너십 체결 및 혁신적인 기술 개발 체
계를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 파이브 아이즈와의 동맹을 통해 부족한 정보수집 역량을 보완하고
자 하나, 공세적 사이버 능력 개발 및 활용 역량은 아직 초기 단계
에 머무르고 있음

호주

- 호주는 캐나다에 비해 낮은 사이버보안과 기술 부문을 강화하기 위
해 노력 중임
- 파이브 아이즈 동맹을 통해 부족한 정보수집 역량을 보완하고자 하
며, 미국 및 영국과의 합동 작전 수행을 통해 공세적 역량을 보유
한 것으로 보임

6

중국

7

러시아

- 중국과 러시아는 공세적 사이버 조직의 발전, 사이버 작전 경험 규
모, 사이버 스파이 활동 및 정치적 방향과 교리적 사고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를 능가하는 역량을 확보
한 것으로 보임
· 낮은 GCI 순위,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를 위한 UN 활
동, 글로벌 인터넷과의 기술적 격리를 추구하는 경향은 사이버보안
에 대한 낮은 기술 기반과 관련 산업이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
이라고 평가함
- 한편, 중국은 높은 사이버보안 산업 역량을 통해 상위 국가로 도약
가능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됨

하위 그룹(Tier 3)
7개 평가항목 중 (잠재적) 강점 항목도 있으나, 그 외 다른 항목에 상당한 약점이 있는 국가

1

2

인도

- 대규모 디지털 경제 규모를 확보하고 있지만, 복잡한 관료제도로 인
해 사이버보안 발전이 더딤
- 사이버 정보수집 및 공세적 사이버역량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주로 파키스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역량 향상 노력을 지속 중이나, 아
직 인터넷 사용 비율이 73%에 불과하고, 사이버범죄나 테러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
- 내부 감시를 위해 사이버 정보수집 역량을 향상하였으나, 공세적 사
이버 역량 및 기타 능력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음

210 국가정보연구 제14권 2호

3

이란

4

일본

5

말레이시아

6

7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및 권력 투사 등 다양한 국
가목적 달성에 사이버 공격 능력을 사용해오고 있으나, 고강도의 사
이버전을 수행할 수준은 아님
- 이란 인구의 인터넷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자체 국가 인
터넷 플랫폼 구축에 대한 투자 및 특정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노력
을 지속하고 있으나, 기술·조직·경제적 역량 부족으로 단기에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GCI v.3 평가에서도 사이버보안 수준이 60위로 낮게 평가되었음
-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이점이 있음
- 그러나 사이버보안 역량은 이에 미치지 않는데, 일본은 이를 미국
및 기타 국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보완하고자 함
- 헌법상의 이유로 일본은 현재까지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
지 않았으나, 이를 사이버공간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의향이 있다는
징후가 있음
- 말레이시아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ICT 부문 확
장에 집중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
Asian Nations) 회원국임
· 사이버공간 문제에 대한 정책 및 국제적 리더십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글로벌 ICT 부문에 기여는 크지 않음
- 사이버 정보수집 및 공세적 사이버 역량에 관한 증거를 찾기 어려
움

북한

- 자금 및 지적재산 탈취를 위해 사이버범죄 방식을 활용하는 국가로,
2014년 소니 픽처스 사례와 같은 고의적, 2017년 워너크라이와
같은 우발적 악성 행위를 행함
- 그러나 정교한 정보수집 및 공세적 사이버 역량은 부족하며, 사이버
기술 기반이 취약함
· GCI v.3 평가에서 북한은 120위로 IISS 평가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됨

베트남

- ICT 발전과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보보안 정
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하여 국가 결집을 저해
하고, 대중적 인식이 제한됨
· 제한된 예산과 심각한 인재 부족으로 사이버보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집권 공산당은 내부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이버보
안 기술이나 인력 양성보다 이데올로기 작업, 여론 관리 등에 자원
을 더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방어적, 공격적 사이버 역량 개발이
모두 저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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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 비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3개의 해외 평가사례를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재정리해봄으로써 각각이 갖는 의미
와 그 경향을 검토하였다.

1.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형성에 필요한 요소들로 구
성된다.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문헌에 대한 검토와 전
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때 개발 주체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항목이 선정, 활용되고 있었다.
최근 개발된 NCPI나 IISS의 평가는 정보수집, 정보통제, 나아가
공세적 작전 수행 능력과 같이 국가의 사이버 공격역량을 평가항목
에 포함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최근 많은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
로 공세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공개적 대응
과 관련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14년에 개발된 GCI는 각국의 사이버 공격역량을 포함하
지 않는 평가모델을 활용하면서 법, 기술, 역량개발, 국가전략·거버넌
스, 협력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이버보안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데 참
고 가능한 자료를 제공한다.

2. 평가방법
국가 사이버역량평가에서 연구자는 평가목적, 자원,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 등에 따라 이에 맞는 평가방법을 설정한다. 평가방법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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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는데, 정량적 평가는 각국의 수준을
점수화하여 다른 국가 대비 자국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각국의 현황을 특성화하여 점수나 순위만
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

<표 15> 평가사례별 평가방법 비교
구분

사례

특징

GCI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와 각국의 현황을 점수화하여 최종
점수와 순위를 도출, 비교함

NCPI

평가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 인용함으로써 국가별
점수를 산정, 그 결과를 비교함

IISS

평가항목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정성적으로 기술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국가별 수준을 3단계로 계층화하였음

정량평가

정성평가

GCI는 대표적인 정량평가 사례로, 평가대상국가에 평가항목별
관련 정책이나 문서의 존재 여부로 점수를 부여, 최종점수를 산출한
다. 또 다른 정량평가 사례는 NCPI로, 평가항목에 대한 의지는 각국
의 알려진 공격사례나 전략, 계획, 법의 존재 여부에 관한 32개 지표
를, 역량은 평가항목을 설명 가능한 27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점수화
하였다.
반면, IISS는 각국의 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표 설
정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정량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평가항목별 각국의 현황을 기술하는 정
성평가를 활용하였다. 평가모형을 각국의 현황을 구조적으로 파악,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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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 활용
국가 사이버역량 평가 초기에는 주요국 대비 자국의 사이버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항목별 점수 분포를 토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
역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역량에 관한 이해를 향상하고, 사이버역량을 활용하는 국가별
특징과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ITU
는 194개국에 대한 점수(순위)와 평가항목별 모범사례만을 제시했던
GCI v.1 ~ v.3 평가와는 달리 GCI v.4 평가에서는 평가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글로벌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7대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였다. 하버드대학은 NCPI 평가결과를 통해 공
세적 역량개발에 관한 공개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IISS는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에 관한 주요 경향
을 제시하였다.

4. 한계
분석한 평가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던 점에
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수
도 있다는 점과, 동시에 우리도 타국에 대해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만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 담보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ITU GCI 평가의 경우, 개별기관의 고
유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는 타기관과는 달리, 국제기구가 전세
계를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큼에도,
평가항목 구성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가 거의 없었으며, 평가를 위
해 제출을 요구받는 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이 아닌 일개부처나
담당기관 차원에서 대응한 점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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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당 국제기구의
국내 대응체계가 일부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구조적 한계로 기
인했다고 보여짐에 따라 상당히 아쉽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기관별 평가항목,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기관의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국가사
이버역량평가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계이다. IISS는 모든 국가에
대한 동일 척도의 정량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오히려 정량적 수치
(quantity)보다 정성적 수준(quality)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성평가를 진행하였지만, 이 역시 평가에 참여한 인원들의 정보접근
범위나 평가목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며, 여러 외부
기관의 자료를 평가지표로 <표 9>와 같이 조합, 활용하여 정보 출처
를 다양화한 NCPI 방법론도 이러한 지표들이 각 평가항목이 의미하
는 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는 남아있다. 결국, 국
가사이버역량평가는 최종 산출된 결과보다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
역량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따른 각국의 현황을 정리, 분석할 수
있는 틀로써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Ⅳ. 향후 연구 과제
국가차원의 사이버공간상 역량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고, 그 특징과 특이점을 짚어보았다. 위 평가사례를 종합해 보
면, 주요국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자국이 갖는 역량 수준 평가와 경쟁
력 비교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
숙도를 평가하거나 단순 O/X 평가만 시행하는지 여부, 가중치 배점
시 고정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하여 배점하는지의 여부, 델파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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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를 시행하는지 AHP 적용 등 상대적 평가방법 적용하는
지 여부, 방어 중심의 평가와 공격역량을 포함한 평가 여부 등 다양
성이 존재한다. 이런 역량평가 방법은 전문가 신뢰성 확보, 전문가
확보, 관련된 공개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학문적 신뢰성 및 결과
의 객관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
에서 평가를 수행하는 이유는 평가모형과 그 결과를 국제협력, 정보
공유, 정책분석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진행된 평
가결과만으로는 주요국가의 현황이나 지표별 세부점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내 정책개선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기에 자체적인 평가모형
개발·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각국의 사이버역량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
로부터 정책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
인 개선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우리의 평가모형의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
론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ITU의 경우
평가항목 개선, 국가별 점수산정, 평가결과에 대한 추가분석의 평가
의 전 과정에 많은 국가와 전문가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평가의 신
뢰성과 영향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또한, 5개 분야의 20개 평가지
표로 구성되지만, 평가지표별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지표
(sub-indicator) 및 세부지표(micro-indicator)를 활용하여 평가항
목의 모호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평가모형과 결
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ITU의 사례를 참고하여 ①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② 평가지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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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결과 분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주요국 평가방법론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가 중점적인 가
치를 두는 분야를 식별하고, 주요 글로벌 이슈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기관별 및 국가별 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내부의 기준에 따라 매
겨지며, 이는 그 국가와 기관이 중요시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숙지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례로 IISS와 NCPI 평가모형을 보면 국가별로 공세적 사
이버역량 개발을 확대하고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공세적 사이버
역량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입장을 정립하고, 사이버위협 대
응 및 억지력 확보 목적의 공세적 사이버 대응 기준·절차·교리의 마
련 또는 정보기관과 국방기관 간 협력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세적 사이버역량 사용이 증가한 만큼 사이버공격의 위
험과 피해수준에 대한 정성적ㆍ정량적 판단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
고, 이에 따른 대외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함으
로써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요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분
석·평가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IISS의 경우 정
량적 평가 대신 평가항목별 각국의 현황을 기술하는 정성적 평가 방
식을 활용하였다. 국가 차원의 역량 수준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인 각
국의 사이버역량 활용 의지나 사이버작전 수행 수준을 정량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관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평가와 연계시켜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하는 것을 매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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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다. 현재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한
국가의 수가 100여개 국이 넘지만, 특히 주의해서 관찰하고 분석해
야 할 국가들의 기초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수집ㆍ분석ㆍ제공할 수 있
는 체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020년 발표된 미국의 솔라
리움위원회 사이버공간보고서34)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통계 센터
구축 제안이 갖는 유의미성을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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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s and Future Tasks of the Global
Cybersecurity Capacity Assessment
So-jeong Kim ·Minkyoung Song · Sunha Bae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In the past year, Harvard Univ., Oxford Univ., ITU, and IISS
published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on measuring the cyber
capacity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evaluation

model,

methodology. and the results of applying it to the target countries.
The National Cyber Capacity Assessment(NCCA) is meaningful in
that it not only provides information on the factor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national cyber capacities and the level of each
country, but also can be used as a basis for national capacity
building policy. In Korea, the NCCA model has been developed
since 2010 and used to evaluate the capabilities of major countries.
However, for the security reasons, the results were not disclosed,
so there was insufficient public discussion about it.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meaning of NCCA by comparing and
reviewing overseas evaluation cases with a focus on the the
evaluation model, methodology, and use of evaluation results.
Furthermore, we tried to derive future research tasks in the field of
NCCA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research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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