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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 사이버보안시장
현황과 향후 과제1)

요

약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대내외 사이버 위협 증가와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사회 도래에 따른 잠재 위협
고조에 따라 사이버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119억 달러이며 이 중 약 40%가 국방분야(국토보안 포함)로 추정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연평
균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2019년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예산(안)으로 150억
달러를 책정하였으며, 이 중 국방부 예산이 85억 달러(국방예산의 1.24%)로 국방분야가 미국 사이버보
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사이버보안 시장은 2016년 매출액 기준 2조 4,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으나 수출비중은 3.7%에 불과하며 사이버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방예산 대비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 비중은 0.09% 수준으로 미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
다. 전반적으로, 국내 국방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와 경쟁력은 선진국은 물론 민간분야에 비해서도 떨어지
는 실정이다. 향후 국방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시장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방예산 대비 국방 사이버보안 예산 비중을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둘
째, 사이버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합참의 중장기 전력소요에 반영시키며, 셋째, 국방부와 합참 내 사이
버보안 담당인력 확대 및 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넷째, 현행
과학기술사관제도 확대 등을 통해 우수한 사이버전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민군협력사업 등을 활용하
여 민간 분야와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위법상 관할구역에 사이버공간
을 포함시켜 군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는 물론 국가 사이버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1) 본고는 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2017.12) 중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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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특정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사이버 공격

우리나라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반을 바

증가와 ISIS 등에 의한 테러리즘의 확산은 국가 공

탕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

공전산망은 물론 국방 분야 전산망, 지휘통제망

장해 왔으며 정부에서도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를 촉진하게 되는 계

강조하면서 연구개발 투자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

기로 작용해왔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 IOT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이 전체 매

등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로의 발전은 사이버보

출의 4%에도 못 미치는 등 내수위주 사업의 한계

안(cyber security) 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방분야의 시장규모는

키고 있으며 국방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

극히 미약하며 기술개발 투자 등 정부지원도 상당

존 무기체계는 지능화되고 감시 및 탐색 기능 등

히 미흡한 실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휘자

을 갖추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으며, 이

동화대학2)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무선 통신망의 확충 및 복

사이버전 역량을 축적해온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

합화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처리량 등으로 인

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증강된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방분야를 포함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동향과 주요 국가들의 국방사이버 분야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시장조사기관

정책 및 사업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사이버보

인 SDI(Strategic Defense Intelligence)에 따르면

안 시장 분석에 기반하여 국방 분야 사이버시장 과

2016년 기준 119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10년

제 도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26)간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2) 1986년 설립되어 매년 100명의 사이버전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림군사대학, 인민군전자전대학 등이 별칭이다.

2. 글로벌 사이버보안시장 현황
(1) 글로벌 사이버보안시장 규모

네트워크3)보안 부문이 43%로 가장 높고 데이터
보안 25%, Identity & Access 부문 17%,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6년 기
준 11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3) 세부
적으로 사이버보안 시장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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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Global Cyber Security Market 2016-2026, 2016.12, SDI(strategicdefence intelligence) : 전체 사이버보안 시장을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Identity & Access, 클라우드 보안 부문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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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15%를 점유하고 있다.4) 지역별 시장분포

ics, Finmeccanica, Lockheed Martin, Northrop

를 보면, 2016년 기준 북미시장이 57%로 가장 크

Grumman, Raytheon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3

고 다음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20%를 점유하

위 방산기업인 BAE Systems는 2008년 공공분야

였으며 유럽지역 11%, 중동지역 9% 순이다.

정보 및 보안 전문 컨설팅 업체 Detica 인수(5억

국방분야 사이버보안 시장규모는 국토보안분

3,200만 파운드) 이후 아일랜드 금융 소프웨어회

야를 포함하여 전체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사 Norkom Technologies, 덴마크 정보회사 ETI/

5)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장

AS를 인수하였고 2014년에는 클라우드 보안솔루

비나 기술이 조달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

션 업체 Perimeter Internetworking을 인수하는 등

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추

사이버보안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 Ray-

세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

theon도 2015년 컴퓨터 보안 S/W 분야 Websense

국의 경우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예산비중이

의 주식 80%를 인수하여 북미 사이버보안 시장

전체 정부 사이버보안 예산의 50%를 넘는 등 공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공 및 민간분야를 선도하고 있어 국방분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전망

이와 관련 최근 들어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군
수시장은 물론 민수시장 진입을 고려하여 투자를

향후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은 첫째, 일부 국

강화하고 있으며 BAE Systems, General Dynam-

가, 테러집단이나 조직화된 사이버 범죄 집단의

4) 상기통계에는 핵심적인 4개 부문이외에 정보보안에 포함될 수 있는 컨
설팅 등 서비스 분야는 제외되어 있고 통계방식에 따라 CCTV 등 물리
보안 분야도 포함시키기도 하는 데 SDI 추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다
른 통계의 시장 규모보다 상당히 작다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해야 한다.
5) Sanjana Sharma, Aerospace & Defense Analyst, MarketsandMarkets,
“Cyber Security For the Defense Industry”(2015.3)

사이버공격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둘째, 핵
심 국가 인프라 보호를 위한 투자규모 증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전 세계의 ICT 의존 심
화와 이에 동반되는 사이버공격 취약성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글로벌 시

<그림 1>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 부문별·지역별 시장 비중(2016)
단위 : %

자료 : SDI, The Global Security Market 2016~20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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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 변화(2016~26)
(십억 달러)

자료 : SDI, The Global Security Market 2016~2026, 2016.

장 전문 조사업체인 SDI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시

지역 5.19%(24억 달러→39억 달러)를 기록할 것

장은 2016년 119억 달러에서 2026년 185억 달러

으로 예상된다.

규모로 연평균 4.51%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

사이버보안 부문별 시장 전망은 네트워크 보안

로 예상된다.

부문이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

지역별로는 북미시장이 전체 시장의 55~60%

데 데이터 보안 부문이 25%, 식별·접근(Identity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비중이 크고 아시아·태

& Access) 부문이 약 17%, 클라우드 보안 부문이

평양 지역(19~21%)과 유럽(11~13%) 그리고 중

10% 중반 수준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

동 (8~9%) 및 아프리카 순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연평균 성장률은 네트워크 보안 분야가 5.01%로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2016~2026)간 연평균

가장 높고 다음이 클라우드 보안 부문으로 4.46%

성장률은 아프리카 지역이 6.80%(9,700만 달러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88억 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이 유럽지역으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 조직 및 장비와 이들의

로 5.65%(14억 달러→24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배치·운영 분야에 대한 ICT 의존도가 갈수록 증

<표 1> 사이버보안 부문별 시장 규모 변화 및 성장률(2016~2026)
단위 : 억 달러, %

2016

2026

누적 규모

연평균증가율
(2016~26)

네트워크

50

82

747

5.01

데이터

30

46

431

4.42

Identity&Access

21

29

286

3.37

클라우드

18

27

254

4.46

합계

119

185

1,718

4.51

자료 : SDI, The Global Security Market 2016~2026, 2016.

84

KIET 산업경제

산 업 경 제 분 석

대됨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점(loop-

수요 증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

hole)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교하고 조직

국은 물론 미국도 공세적 개념의 사이버전 수행을

화된 실제 사이버 공격의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포함한 국방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지속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감지·차단 및 복구하거나 방

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시장에서 국방

호기능이 강화된 네크워크 구축에 대한 국방분야

분야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요국 사이버보안 주요 정책 및 추진 현황
(1) 미국

85억 달러로 국방분야 사이버보안 시장 비중이 상
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북한, 중국, 이란 등으로

이와 관련 미국은 이 같은 정부예산 지원하에

부터 사이버공격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공세적으로 사

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안보 정책

이버보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착

의 마련 및 정부조직의 정비를 서둘렀다. 국방분

수한 국가 사이버 보안 및 방호 시스템(NCPS)인

야에서는 2009년 전략사령부 산하에 사이버사령

일명 “Einstein” 침입탐지 시스템(Intrusion Detec-

6)

부 를 신설하였고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7)

tion System)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

Security Strategy) 와 10년 만에 부활시킨 국방전

은 시그너처에 기반한 침입탐지 기술을 사용하며

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y) 등 국가전략

정부망에 출입하는 트래픽에 대한 자동화된 풀

서에 사이버 공간을 우주와 함께 전쟁공간의 하나

패킷 탐지를 실행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최종

로 공식화하고 국가 및 국방안보 차원에서 적극적

적으로는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

인 방어 및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이 목표이다. 본 사업에는 2028년까지 총 44억 달

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2019년도 사이

러가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사이버위협

버보안(cybersecurity) 예산으로 150억 달러를 의

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 조직으로 DC3(Defense

8)

회에 요구 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이

Cyber Crime Center) 설립에 착수하였으며, 2026
년까지 총 12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센터

6) 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사이버사령부를 전략사령부
산하에서 통합사령부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서울신문, 2017.8.20).
7) 미 국방전략서(NDS)는 2008년 발간된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4년단
위 국방정책 보고서인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로 대체되었
다가 트럼프 행정부들어 2018년 부활되었음.
8) 미 백악관 공개 2019년 행정부 예산안 가운데 “cybersecurity funding”
항목 발췌

는 국방부 등이 필요로 하는 발전된 디지털 포렌
식, 사이버 기술 트레이닝, 보안 솔루션 개발, 사
이버 분석역량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방산업체
인 록히드마틴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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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사이버보안 분야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 억 달러

사업명

참여기업

사업기간

예산규모

Einstein intrusion detection system

US

2008~28

44

DC3(Defense Cyber Crime Center)

Lockheed Martin,

2012~26

12

Continuous Diagnostics and
Mitigation(CDM) Program

IBM, Lockheed Martin, General Dynamics, Com- 2013~25
puter Sciences, Northrop Grumman and others (and beyond)

60

DHS-Cyber Network Protection

Raytheon

2015~19

10

Upgrade of the US Navy’s cyber
security infrastructure

BAE Systems, General Dynamics, Northrop
Grumman, Global Technical Systems, Serco Inc

2015~22

25

Information Technology Support to
the Intelligence Community

ManTech International Corp

2015~20
(and beyond)

60

NCR(National Cyber Range)

Northrop Grumman, Lockheed Martin, etc

~22

5

자료 : SDI, The Global Security Market 2016~2026, 2016.

한편, DARPA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민간분야까지 포괄하는 국가사이버방어기구를

인 사이버전 병력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설

추가로 신설하였다. 국가 사이버전 수행은 미국

NCR(National Cyber Range)는 차세대 해킹 공격

의 NSA와 유사한 Unit8200, Shin bet와 군의 C4I

전술 및 사이버 무기 개발에도 활용될 계획으로

부대 및 Matzov(일종의 통신부대)에 의해 수행되

2022년까지 총 5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 사업에

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보안 분야 R&D는 여타

도 방산업체인 노드롭 그루만과 록히드마틴 등이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부 산하 수석과학관

참여하고 있다.

실(OCS)에서 담당하며 사이버보안 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들어 산-학-군 연계

(2) 이스라엘

를 통한 사이버보안 분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
스라엘 남부 브엘세바(Beershevba) 지역에 대규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분야 기술경쟁력 세계

모 사이버 산업단지인 CyberSpark9)를 조성하였

최고 수준으로 주변 중동국가 및 테러 단체들로

으며, 오라클, IBM, 록히드마틴 등 약 20개 글로

부터의 테러위협과 함께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

벌 사이버 기업들이 입주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민간분야와 국방

이 분야 강점은 엘리트 인력 양성 및 활용과 스타

분야가 혼합된 사이버보안 역량과 시장을 갖추고

트업(start up) 생태계로 요약할 수 있다. 군 복무

있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보안국(Shin bet)과 별
도로 국가사이버국을 설치하여 사이버 대응, 보
안 산업 촉진, 국제협력 등 국가 사이버보안 업
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201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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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4년 네타냐후 총리가 브엘세바 지역을 세계적인 사이버안보 중심지
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총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인근 정보부대 등을 이전한바 있다(한이재단, 이스라엘 사
이버보안 보고서, 2017.1).

산 업 경 제 분 석

와 연계된 방위군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인 탈피

버보안 및 정보화추진부서를 설립하고 사이버보

오트(Talpiot), 정보분야 요원 양성을 위한 하바찰

안 산업 육성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롯(Havatzalot) 등의 군복무 연계 프로그램을 통

‘국가정보화영도소조’와 ‘국가인터넷·정보안전

해 젊고 창의력 넘치는 소수 정예 인력들을 조기

협조소조’를 통합해 시진핑 주석을 조장으로 하

에 집중 육성하여 Unit8200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는 ‘중앙인터넷 안전정보화영도소조’14)를 출범시

2010년경부터 사이버 및 컴퓨터 분야 엘리트 기

켰다. 또한 13차 5개년 규획(2016.3 발표)에 클라

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그쉬밈 레우미트(Magshi-

우드 컴퓨팅, IOT 도입 확대 등이 포함된 ‘제조+

mim Leumit) 프로그램10)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

인터넷’ 전략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보안에 대

은 우수한 인력 기반과 OCS 주관하에 진행되는

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중국이 2016년 최초로 수

단계별 창업 시스템11)을 통해 성공적인 사이버보

립한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에 제시된 원칙의

안 기업들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왔다. 기술경쟁

하나로 “사이버보안과 발전을 총괄 계획한다”는

력을 확보한 스타트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이나 글

내용이 포함15)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사이버 보

로벌 IT 기업들에 인수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 산업의 육성을 강하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사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분야 기업들의 수출은 2015

이버 방어와 함께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공

년 기준 65억 달러를 기록12)하였으며 2010년 이후

격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

센트리고(Sentrigo), NDS, 헥사다이트(Hexadite)

상된다. 2016년 전체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9억

등 10여개 기업들이 M&A 되거나 대규모 투자를

6,000만 달러 수준에서 2026년에는 14억 달러 수

13)

받았다.

준까지 성장(연평균성장률 3.77%)할 것으로 예상
된다(SDI, 2016).

(3) 중국
(4) 일본
아·태 지역 사이버보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
는 중국은 2013년경부터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책

일본은 2010년 이후 사이버 위협 문제를 국가

을 강화하면서 관련 법률·법규를 지속·보완해 왔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여 2013년 국가

으며 미국 프리즘(PRISM) 사건(2013.6) 이후 사이

안전보장전략에서 사이버공간을 해양, 우주공간
과 같은 국제공공재(Global Commons)로 규정하

10) 이스라엘 라사이(RASHI)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SW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능있는 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3년 과정으로 사이버보안 등
IT 분야 교육을 실시한다.
11) 3단계 창업지원 방안 - 1단계(발굴단계) : 투누파 프로그램, 2단계 : 인큐
베이팅 프로그램, 3단계(육성단계) : 요즈마펀드 지원
12) “ 미국 사이버보안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2016.8,
KOTRA)
13) MS 홈페이지, WP 등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고 2014년 사이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법의
근거하에 사이버보안전략본부가 신설되고 기존
14) 실무는 당초 운영해오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담당한다.
15) 김
 소정 외,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
한 함의」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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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가 사이버보안센터(NISC)로 확대

에 민·관의 기관들을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

개편되었다. 사이버보안센터는 정부 차원의 미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사이버보안 예산

사이버 보안 정책 구심점 마련을 위해 ‘신 사이버

또한 2017년 598억 9,000만 엔에 이어 2018년 621

보안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자위대 직할 부대

억 1,000만 엔(5억 7,000만 달러)16)으로 확대되어

로 사이버방위대를 신설하고 212억 엔을 투입하

왔다. 특히 2018년의 경우 내각이 요청한 예산은

여 24시간 방어태세 및 사이버 정보 수집역량을

727억 5,000만 엔(6억 7,000만 달러)17)에 달할 정

새로 구축하였다. 최근 일본정부는 아베총리 지

도로 일본 정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와 사

시로 2020년 도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사이버

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의지가 확고한 것

관련 법제도, 조직 및 인력 확대 등을 적극화하고

으로 풀이된다.

있으며 차기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을 준비 중인
가운데 2018년 3월 사이버보안기본법 개정을 통
해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창설하여 NISC 주도하

16) 100엔 당 0.92달러 (2018.4.24 기준)적용하였다.
17) 사
 이버보안 예산규모는 일본 내각 NISC 홈페이지 공개자료(2018.4)
를 분석하였다.

4. 국내 국방분야 사이버보안 실태 및 문제점
(1) 국내 사이버보안 실태 및 전망

속적으로 성장하여 약 1,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에서 차지

2016년 기준 국내 사이버보안(정보 보안) 시장

하는 수출비중은 2015년 기준 3.7%에 불과하다는

은 매출액 기준 2조 4,000억원 규모로 전년(약 2조

것은 우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조하거나 기

1,000억원) 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

18)

약 4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대외 수출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약 780억원 수

사이버보안(정보보안) 분야 기업 수는 2016년

준으로 2016년에는 약 890억원까지 늘어나 14%

311개로 전년(299개) 대비 약 4% 증대되었으며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 동 기간 시장규모 성

2013년(253개)에 비해서는 23% 증가하였다. 기

장률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2021년까지 지

업 규모별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전
체의 61.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업 형태별로는

18) 이는 시장조사기관인 SDI가 예상한 2016~2026년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4.51%)이나 ASDReports, Visiongain 등이 추
정한 2015~2021년 연평균성장률 8.0%를 초과한 결과지만 국내 추
계기관인 KISIA 와 대상분야 및 추계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KISIA, 2016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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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 311개 기업 중 155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19) KISIA, 2016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6.

산 업 경 제 분 석

<그림 3>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 전망(2015~21)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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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9.8%, 일반기업이 50.2%로 물리보안 분야의

근에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산하 사이버정책과

벤처비율 23.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

와 별도로 사이버대응기술팀을 추가하였다. 국방

사되었다. 설립연도별 기업현황을 비교한 결과

분야 사이버기술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ADD 산

2001~2004년 기간을 기점으로 창업기업수가 상

하에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기술

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과 역량개발에 집중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15

수가 가장 많았던 2001~2004년 기간(95개)에 비

년 8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무기체계 세부

해 2010년 이후 기간(55개)에 42%나 감소하였다

분류에 사이버 무기체계를 포함21)하였다. 아울

는 것은 시장규모의 지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창업

러, 우수인력 조기 양성을 위해 고려대학교에 사

환경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

이버국방학과가 신설된데 이어 이스라엘의 ‘탈피

여주고 있다.

(2) 국방사이버 분야 실태 및 문제점 분석

<표 3> 사이버보안 기업 설립 연도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

설립시기

기업 수

비율

2000년 이전

87

28.0

우리 군도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 고조에 대응

2001~2004년

95

30.5

하여 2010년 사이버사령부(총 350명 규모)를 국

2005~2009년

74

23.8

2010년 이후

55

17.7

합계

311

100.0

방정보본부 예하에 신설한데 이어 2014년 국방부
직할부대로 격상하였으며 1,200여 명 규모로 확

자료 : 2016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KISIA), 2016.

대를 추진 중20)이다. 또한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준비로 합참에 사이버작전과를 신설하였으며 최

20) 중앙일보, “가공할 북한 사이버 공격력, 한국은 기능부전”(2018.2.23)

21) 국
 방전력발전업무훈령 무기체계분류 조항(14조~22조). (대분류) 지휘
통제·통신무기체계, (중분류) 지휘통제체계, (소분류) 합동지휘통제체
계의 대상장비 항목에 사이버작전체계 추가. 또한 (대분류) 그 밖의 무
기체계, (중분류) 국방 M&S 체계, (소분류) 워게임모델의 대상장비 항
목에 사이버훈련체계가 추가되었다.

2 0 1 8 0 5

89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 사이버보안시장 현황과 향후 과제

오트’22)제도를 참고하여 군에 “과학기술사관” 제

예산규모는 연 50억원 미만 수준24)으로 이를 순

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전문병과 신설과 함께 병

수한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국방분야 기술개발 예

역 특기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

산규모로 볼 수 있으며 국가 사이버보안 R&D 예

인력 확보 및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모색해 왔다.

산의 5% 수준(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방분야 사이버보안 예산은 국방부 국방정보

이 같은 상황하에서 국방분야를 포함한 국내 사

화 예산항목에 편성되어 있다. 국방정보화 예산

이버보안 분야 경쟁력은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은 2017년 기준 4,717억원이며, 이 가운데 사이버

망 등 ICT 기반에 대비해 보면 아직은 미흡한 수준

보안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산은 379억원으로

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의 수준 격차(80% 수준)25)가

2016년 419억원에 비해 40억원 감소하였다.23) 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AI, IOT,

로 볼 때 국내 정보보안 시장(2016년 약 2조 4,000

자율주행 수단 등의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 등 사이

억원)에서 차지하는 국방분야 비중은 상당히 낮

버 위협요인이 복합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

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을 감안할 때 기술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사이버 분야 R&D는 논문용

이와 관련 사이버보안 분야 선진국 사례와 국

역과 국방정보화 프로그램의 기술체계개발 용역

내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방사이버보안 분야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기술체계개발 용역과제는

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국방예산 가운데 사

사이버사령부 주관하에 2000년대 말 사이버무기

이버보안 관련 예산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체계 개념화 과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10년대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은 국방정보화 예산에 포함

들어 실제 기술개발 과제들이 수행되었다. 최근

되어 있으며, 2017년 국방예산 40조 3,347억원 중

에는 연 3~4개 과제가 ADD 국방사이버기술연구

“사이버위협 대비 정보보호 강화” 항목으로 잡힌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지휘통제

예산이 379억원으로 국방예산 대비 0.094%에 불

기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사이버 진행상황

과한 실정이다.26) 미국의 경우, 전체 국방예산안

분석기술 과제가 수행되었고 공통기반기술 분야

(6,860억 달러) 가운데 사이버보안 예산(85억 달

에서도 국방 분야에 소요되는 초소형 암호칩 기

러)의 비중이 1.24%이며 미 행정부 사이버보안

술개발과제 등이 진행되었다. 사이버 능동방어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과제가 수행되었

둘째, 2010년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아직까

는데 사이버침입탐지, 실시간으로 바이러스 침입

지 합참에서 결정하는 중장기 전력소요에 사이버

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개발이 진행된 바 있

분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

다. 그러나 국방사이버보안분야 기술개발용역의
22) 우수 인재들을 선발해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다양한 기술 분야를 연구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스라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
23) 2018년 국방위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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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8년 국방위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5) K
 IET,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2017년) 내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와 과기정통부(구 미래부), “국가 사이
버보안 R&D 추진계획”(2016.12.27)을 참조하였다.
26) 2016년 예산 대비 40억원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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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련 중장기 기술 또는 체계개발 과제 수행이

불과하다. 더구나 최근 6년(2012~2017)간 수행된

불가능하고 사업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다.

민군기술협력사업28) 과제(110개) 중 국방사이버

셋째, 관련조직과 인력기반이 취약하다. 국방부

보안 분야 과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볼 때 민

의 사이버담당 부서(사이버정책과, 사이버대응기

간분야의 첨단 사이버보안 기술에 대한 test bed

술팀)는 정보화기획관 산하에 있으며 합동참모본

기능이나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spin-on의 활성

부의 사이버작전과 또한 정책과 작전 부서가 아닌

화는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다.

지원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합동참모본부 내 사이

다섯째, 근본적으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의 사

버 무기체계 소요를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이 편성

이버 보안(또는 사이버전)에 대한 인식수준이 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사령부의 인원확충도 제

로벌 사이버 안보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

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7)

다. 현대 무기체계에는 정밀성 제고와 자동화를

넷째, 수준 높은 민간·공공분야 사이버 관련기

위해 ICT 기술 채용이 필수적이며 지휘통신 등 정

술이 국방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되지 못하고 있

보통신망과의 연계강화 등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다. 주된 이유는 국방부와 합참 등이 보안문제를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더구나 미래 전쟁양상이

우려하여 군의 기술소요 발굴 및 공유에 소극적이

네크워크전으로 대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첨단

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수행된 사이버보안 분

무기의 무력화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국가안보적

야 국가 R&D 과제 중 국방 분야 과제는 1~2개에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27) “ 1,200여명으로 늘리기로 한 사이버사령부 인력이 여전히 600명에도
미달하고 있다” 중앙일보(2018.2.23).

28) 군
 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
로써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산업부 주관 사업

5. 국방 사이버역량 제고를 위한 과제
국방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는 4차 산업혁명시

국방정보화 예산에서 분리하여 독립예산 항목으

대 고조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

로 편성하고 전체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 핵심요소인 국방 체계 및 자원을 보호하여 국

1%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방역량을 유지시킴은 물론 국가 사이버보안 경쟁

보안 시장은 특성상 정부가 최대투자자이자 소비

력 강화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기능을

자 기능을 하는 방위산업과 유사하다. 국방분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예산을 늘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함

서는 먼저, 국방예산 가운데 사이버보안 예산을

으로써 방산업체와 국방벤처 등 신규업체의 참여

2 0 1 8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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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전 연구개발 과제를 합참의 중장

다섯째, 공공 및 민간분야와의 사이버 협력을

기 전력소요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방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

비 가운데 국방정보화 예산이 아닌 방위력개선비

정부기관과의 사이버 정보 상시 협력채널 구축

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증대하는 효과와 함께 중

및 협력을 정례화한다. 민군협력사업을 적극 활

장기 무기체계개발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전략적

용하고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육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R&D 추진계획”에 국방사이버 과제를 확대 반영

셋째, 국방부와 합참의 사이버보안 담당인력을

시켜 민간 사이버 보안기술의 spin-on을 활성화

확대하고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

시키고는 한편 test bed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다. 특히, 사이버 분야의 무기체계 포함에 따라 합

위해 대상 업체 선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

참에서 사이버 무기체계의 중장기 소요담당 인력

로 과도한 보안 장벽을 낮추고 과감하게 민간기업

을 별도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국방 사이버보안

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목표를 단순히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는 수준에서

마지막으로, 통합방위법상에 사이버공간을 포

벗어나 사이버전 수행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함시킬 필요가 있다. 동법 15조(통합방위작전)에

현 지원부서 예하의 조직을 정책 및 작전수행 담

는 관할구역을 “지상·해상·공중 관할구역”으로

당부서로 이관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권한과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사이버 관할구역을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포함시키고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 사태 유형에도

넷째, 사이버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의

학기술사관제”를 확대하고 현역 입영자는 물론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

공익요원 가운데 사이버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활

하고 군은 물론 정부의 인식수준을 일신하여 국가

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ADD의

사이버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전환점으로 활용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를 국정원의 NSRI(국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안기술연구소) 수준으로 확충하여 독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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