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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
·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지수는 한국과 비교해 법제, 조직 부문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상, ● 중, ● 하)
2017 GCI 지수
국가명

5대 하위 항목 평가

및 순위

종합

지수

순위

법제

기술

조직

역량

협력

이스라엘

0.691

20

●

●

●

●

●

●

대한민국

0.782

13

●

●

●

●

●

●

∎ ICT 관련 주요 지수
·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ICT 발전 수준은 전 세계 20% 이내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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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관련 주요 통계 (ITU, 2017년 6월 기준)
· 이스라엘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능가함

항목

유선전화
유선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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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호 산업 개요

가) 보안 환경

▶ ITU의 글로벌 사이버 보안지수에서 이스라엘은 20위로 성숙(mature) 단계에 해당
- 2017년 11월 발간된 ITU의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20위 순위이며, 유럽지역에서는 에스토니아,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네
델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에 이어 9번째 순위에 해당함
▶ 이스라엘 정보보호 시장은 정부 주도하에 성장, 국가 차원의 정보 보안 조치 및 제도
설립을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수립
- 정치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정부 주도 하에 정보보호시장이 성장해 왔
으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주도, 정보보호를
국가 기반산업으로 육성
- 이스라엘 은행, 금융기관, 공공회사 및 다른 주요 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적대적인
사이버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목표가 되는 조직들에 해당함
- 국가적인 사이버보안 조치 및 제도의 설립은 2011년 국가사이버국(INCB) 설립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졌으며, 군사 및 민간 위협의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여
발전을 지속함
- 이스라엘의 국가 정보보안 시스템은 군부대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군복무가 필수
적인 이스라엘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사이버 보안에 투입될 경로가 큼
▶ 보안 생태계 구축으로 사이버 보안 산업에서 세계 최강으로 평가됨
- 보안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정부-군-대학-산업-벤처캐피털’로 이어
지는 생태계를 구축
- KOTRA의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1) 사이버 보안 산업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시
장점유율의 10%이상 차지, 수출규모는 60억 달러 수준에 해당, 투자의 15%를 차지함
- 2016년 기준 350여개 이상의 보안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안 스타트업의 15%
가 이미 초기 투자금을 확보하였고, 기업 당 평균 2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
1)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2017 이스라엘 진출전략”, 2016.11.

비 25% 상승
-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창업 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정보보호 시장 점유율 3위, 체크포인트와 같은 글로벌 정보보
호 기업 육성

나) 인터넷 및 통신 환경

m 개요
▶ 이스라엘의 정보통신 발전 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
- 이스라엘의 ITU 정보통신 발전지수는 2016년에 30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하
고 있으나, 지수값은 0.15상승하여 정보통신 발전지수 7.40을 기록
- 세부지수에서 접근부문 42위, 이용부문 9위, 기술부문은 22위로 세부지수에서는 이
용부문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접근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해당함
- 그러나 세부지수에서 전년대비 접근부문만 1순위 상승하였고, 이용부문에서는 3순
위 하락, 기술부문은 같은 순위를 유지함
▶ 이스라엘은 지난 10년간 하이테크, 인터넷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의 최전선에 위치2)
-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국가 GDP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의 국가들
중 하나로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국가
GDP 비율은 약 4.25%에 달하며 1순위에 해당함3)
- 2014년 이스라엘의 ICT 부문에서 추정되는 가치는 총 국가산출량의 18%이상을 구
성하며 1억 2,900만 NIS(약 3천만 유로)에 해당하며, 이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는
2015년에 2014년 대비 20% 성장하여 약 5억 4천만 달러에 해당
- 국가가 기술 및 과학 혁신의 강조와 더불어 첨단 통신 인프라를 설치하고, 대중들
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은 상대적으로 이른 도입 및 폭넓은 활용으로 특징지어짐
- ITU자료4)에 의하면 2016년 인구 100명당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률은 28.1%이고, 모
바일 브로드밴드 가입률은 93.4%에 해당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은 79.8%,
2) “National Cyber Security Organisation: ISRAEL”,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CCDCOE), 2017
3) OECD Data,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
4) ITU, “The State of Broadband: Broadband catalyzing sustainable development”, 2017.9.

2015년 기준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은 75.7%에 해당함
- 이스라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육로를 통한 인접국과의 인터넷 연결은 적고, 위성 연결
과 세 개의 해저 케이블 연결을 통해 해외와 연결됨

m 유선 통신
▶ 유선전화 통신망 보급률은 2012년 대비 5.4% 감소
- ITU자료에 의하면 유선전화 보급률은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통신망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2012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 47.02%에서 2016년 41.61%로 약 5.4%p. 감소
● 이스라엘 유선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 2016년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8.13%
- ITU자료에 의하면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16년 28.13%로 2015년 대비 약 0.69% 증가
-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현재 유선 통신사와 케이블 인프라 회사에 의해 제공됨
- 브로드밴드는 2000년에 가능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사업자인 BEZEQ Group 보고서에
의하면5), 2017년 2분기 기준 이스라엘 가정의 약 91%가 평균속도 47.2Mbps이상으로
연결하게 되었음
- 이스라엘은 도시지역보다 시골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작은 시골
5) BEZEQ Group, “Reports second quarter 2017 financial results“, 2017.8.24.

지역들(2,000명 이하의 인구)은 협동적이고 협력적인 정착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
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 시골지역의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도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임
● 이스라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m 이동통신
▶ 이동통신 보급률은 2016년 131.67%에 해당
- ITU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전년대비 1.8%정도 감소한 131.67%이며,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057만 명을 기록함
- 이스라엘은 2004년부터 이동통신 보급률이 인구의 100%를 넘어섰으며, 2015년
133.47%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임
-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무선 인터넷을 도입했으며6), 모바일 브로드 밴
드 보급률은 2016년 기준 68.9%에 해당함7)

6) “National Cyber Security Organisation: ISRAEL”,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CCDCOE), 2017
7) OECD Broadband Portal, http://www.oecd.org/sti/broadband/oecdbroadbandportal.htm

● 이스라엘 이동통신 가입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명, %)

출처: ITU Statistics DB(2017.6)

- 이스라엘의 이동통신 시장은 5개의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매우 높은 보급률을 보
이는 발전되어 있으며, non-voice와 3G/4G 서비스의 실행과 함께 성숙됨
- 2017년 5월 기준 3개의 큰 통신사 Cellcom, Pelephone, Partner는 Golan, MIRS 및
다수의 MVNO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으며, Golan과 MIRS는 저가 전략으로 고객에
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기반 치열한 경쟁을 통해 3개의 큰 통신사로부터 이
동통신 고객을 유치 중8)
- 2017년 5월 기준 이스라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LTE기반의 4G 서비스를 시작했으
며, 3개의 3G 사업자들은 일반 고객들을 위해 더 많은 선택들을 제공 중
- 또한 MVNO들의 이동통신 시장으로의 진입은 더 높은 경쟁을 만들며, 고객들을
위한 더 낮은 소매 가격을 제공하게 됨

8)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f U.S., “Israel – Telecommunications”, 2017.5.30.

2) 정보보호 시장 현황
가) 시장 규모

m 시장 개요
▶ 이스라엘의 보안 시장은 정부 주도적으로 보안 부문 전문성을 보임
- 보안은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차원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전략이며, 결과적으로 군대는 컴
퓨팅 기술, 특히 정보 분야에 크게 투자를 함
- 이스라엘 정부는 국영기업인 Israel Aerospace Industries와 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 이스라엘 국방성(Ministry of Defence), 이스라엘 방위군(Israel
Defense Forces) 등을 통해 사이버 테러 공격 대응과 국경 수비 및 주요 시설 보
호를 위한 센서, 레이더 및 C4(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networking and
computing)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보안 관련 기술 개발을 주도해 왔음
- 계속되는 전쟁 및 테러위협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 및 국토 보안 기술
영역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얻으며, 정보, 감시, 보안, 방위 분야에 주요한 전문 국
가 중 하나로 역할을 함
▶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의 기반이 되는 문화
-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가장 큰 유닛 8200(Unit 8200)은 전설적인 엘리트 사이버
정보기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정보 분석을 하는 기관 중 하나로 간주되는
하이테크 스파이 에이전시에 해당함
- 이들은 스타트업과 매우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어, 군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일하며, 권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도전할 것
을 권장 받음
- 즉, 그들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독창성과 혁신적인 사고력을 고취하며, 졸업 후 시민
으로 새로운 벤처기업을 세울 수 있는 모든 특성을 훈련받음
-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IT, 최신 기술에 중점을 두는 여러 연구시설과 과학교육을
중요하게 지원하며, 스타트업과 기술 벤처를 육성, 지원하는 여러 개의 정부 프로
그램들이 존재

▶ 이스라엘은 사이버보안 산업의 허브에 해당
- 이스라엘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점유를 보이며9), 사이버
방어 기술, 연구개발, 데이터 보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과 함께 사이버보안
산업에서 강한 입지를 보임
- 주어진 국가적 환경으로 인해 사이버보안에서의 전문성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보안,
인증과 부정행위(anti-fraud),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그
외 사이버 방위 기술 분야에서 진화해 옴
- 또한 IoT와 자동차 보안 부문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외국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산업
- 이스라엘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선구자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방화벽시스템 중
하나를 개발한 Check Point, 데이터 보호 회사인 CyberArk, Microsoft가 2015년 2억 5
천만 달러에 구입한 클라우드 보안 회사 Adallom, 상업적 시장을 위한 IoT 플랫폼의
Rafael 등이 있음
-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산업은 바이오인식, 드론 보안, 모바일 데이터 보안, 자율주
행 차량 공격에 대응하는 연결기술 등 산업 최전방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보안
이슈를 다루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
- 미국, 영국, 중국 및 여러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Seed, 시리즈 A, 더
성숙된 투자 라운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며, 2016년 이스라엘 스타트업 자금의 1/3이상을 제공함10)
-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 합병 등의 거래는 이스라엘의 법적 환경 내에서 매우 번
성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정부는 외국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
- 또한 이스라엘은 투자자들에게 권리와 구제책을 제공하고, 자본과 R&D투자를 장려
하고, 보조금, 세금감면, 세금면제 등 세금 관련 혜택을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을 구성하여, 이스라엘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위한 지원 조건들
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9) “Israel: The Next Key Player in the Cybersecurity Industry”, Forbes, 2017.2.27.
10) “Israel: The Next Key Player in the Cybersecurity Industry”, Forbes, 2017.2.27.

m 시장 규모 및 전망
▶ SDI의 보고서에 의하면11)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호 시장은 2015년 1억 8,7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 3.73%를 보이며 2025년에는 2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역 내 가장 발전된 국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은 지난 몇 해
동안 이웃국가로부터 조직적 사이버공격대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고, 이들 공격대
는 이스라엘의 중요 네트워크와 방위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됨
-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사이버 전쟁 능력 개발에 지
속적으로 투자하여 수많은 선도적인 사이버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어 능력은 McAfee의 보고에 의하면 매분마다 1천 건 이상의 사이버공격을 처리
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사이버보안 관련된 정부지출의 상당 부문은 R&D, 공격도구개발, 민감 데이터 및 주
요 부처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방어 메커니즘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짐
▶ 이스라엘 방위산업에서 국토안보의 물리적 보안 시장은 2016년 8억 8,240만 달러로 추정
되며 연평균 성장률 2.31%를 보이며 2025년에는 10억 8,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12)
- 이는 중요 인프라 보안 및 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것으로 인력운영 및 투입을 포함
하고, 보안 프로토콜 및 기능 실행을 위한 인력과 전자기기 및 기계의 결합을 활
용하는 것을 포함
- 관련된 서비스와 장비는 접속 제어(바이오인식, ID 관리 시스템), 비디오 감시(하드웨
어, 분석), 스크리닝 및 스캐닝, 민감한 인프라 보호를 위해 인력관리/직원/자금, 테러
대응/준 군사 그룹에 대한 지출, 경보/침입 경보 시스템 등이 포함됨
▶ 이스라엘 방위산업에서 국토안보의 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2016년 2억 5,320만 달러
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 2.92%을 보이며 2025년에는 3억 2,800만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13)
- 여기서 네트워크 보안은 중요한 네트워크/그리드의 보호, 사이버 안전에 관한 모든
지출을 뜻함

11)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Israel to 2025: Market Brief”, 2016.3.
12) SDI, “Israel Defense Spends on Homeland Security: 2016 to 2025”, 2016.8.
13) SDI, “Israel Defense Spends on Homeland Security: 2016 to 2025”, 2016.8.

- 관련 서비스로는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보안, 웹기반 ID 및 액세
스 관리, 보안통신, 원격감시제어데이터수집시스템(SCADA) 보안, 물리적 보안 정
보관리(Physical Security Information Management, PSIM), 중요 정보보호 서비스 등
이 포함됨
▶ 이스라엘 방위산업에서 국토안보의 대테러 인프라 시장은 2016년 2억 5,861만 달러
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 2.77%을 보이며 2025년에는 3억 3,061만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14)
- 대테러 인프라스트럭처는 테러리스트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
치로 정부의 지출이 동반됨
- 이 범주에는 훈련시설, CCTV/카메라/시 장비, 통신시스템/컴퓨터, 법의학 연구소,
기타 물리적인 인프라/장비, 폭탄 탐지 장비, 화학, 방사선, 생물학적 및 핵 위협
탐지 장비 등이 포함
▶ 이스라엘 보안청(ISA)이 발간한 2017년 8월 물리보안 위협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8
월 한 달간 발생한 물리적 공격은 110건으로 7월의 222건에 비해 공격이 50%이상
줄어듦
- 8월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에서 2건, 유데아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83건, 예루살렘
에서 24건, 그린라인에서 1건 발생함
- 8월 예루살렘, 유데아, 사마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107건의 공격 중 대부분은 화염
병 공격으로 82건에 해당되고, 급조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 IED)에 의
한 공격은 21건, 1건은 찌르기 공격, 소형무기 총격 사건은 2건, 방화공격이 1건임

14) SDI, “Israel Defense Spends on Homeland Security: 2016 to 2025”, 2016.8.

● 2017년 7월-8월 이스라엘의 분류별 공격 사건 발생 건수

출처: ISA, “Monthly Summary-August 2017”

▶ Start-up Nation Central의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15) 2016년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부문은 투자측면에서 총 5억 8,100만 달러로 2015년 대비 9% 증가
-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부문은 글로벌 리더의 입지를 유지하며, 이러한 투자액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은 2위에 해당하며, 글로벌 사이버보안 산업에 의해 그해
투자된 자본의 15%에 해당함
- 2016년 현재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는 365개이며, 2016년에 설
립된 65개의 스타트업 중 25%는 평균 160만 달러 투자와 함께 이미 시리즈 A라운
드 또는 시드 펀딩에 성공함
- 2016년은 원격감시제어데이터수집시스템(SCADA)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다
루는 운영기술(OT)과 산업제어시스템(ICS) 하위부문은 인상적인 투자로 총 5,500만
달러를 모은 4개 회사와 함께 성공적인 해였음
- 현재 IoT 디바이스와 커넥티드카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분야의 활동
적인 19개 회사들과 함께, 사이버 보안 회사들은 2016년 가속화된 성장을 경험함

15) Start-up Nation Central, “finder insights series: Israel’s cybersecurity industry in 2016”, 2017.1.

● 이스라엘의 활동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 개수 연도별 추이

출처: Start-up Nation Central,“finder insights series: Israel’s cybersecurity industry in 2016”,
2017.1.

- 사이버보안 분야별 기업수는 네트워크 보안이 67개로 1순위며, 사기 방지 및 인증
기업이 48개, 데이터 보호/암호화/프라이버시 부문이 43개 순임
● 사이버보안 하위 부문별 활동 기업 수

출처: Start-up Nation Central,“finder insights series: Israel’s cybersecurity industry in 2016”,
2017.1.

나) 분야별 현황

m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
▶ 국가 간 분쟁이 잦은 지정학적 위치와 아랍권 국가들과의 오랜 정치적 대치 상태로
인해, 이스라엘은 대테러 대응 및 국가 안전과 관련된 국토 안보 (Homeland Security)
가 물리보안 시장의 규모와 질을 형성하는 동력으로 작용

▶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국내 보안은 자국 내 방위 및 정보 기술력과 시장에 보다 높은
의존도를 보여 왔음
- 이스라엘 기업들은 국경 방어 및 감시, 육상/해양 가상 및 물리 방어 시스템, 국경/
공항/항만 통과 차량 검사 시스템, 잠재적 테러 공격 대응 기술, 원격 폭발물 전파
교란 제어, 경찰용 비 살상무기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이스라엘 물리보안 시장은 내부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가격 민감도가 매우 높으
며, 고장률이 낮은 고품질 장비 수요 역시 높아 고객 수요가 까다로운 편
- 국방보안 장비, 보안 검색 기술, 센서, 열 영상, 비 살상무기 분야에서는 해외 높은
기술력을 지닌 제품에 대한 수요 존재
- 이스라엘 안전 및 보안 분야(일부 사이버 보안 포함)에서는 제조, SI, 서비스 기업
을 포함 약 600개의 기업들이 활동 중
▶ 국방 및 군수 관련 제품의 경우 Foreign Military Sales(FMS)와 Foreign Military
Financing(FMF)과 같은 미국군으로부터의 펀딩 자금으로 인해 수입 제품 및 서비스
중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은 편
- 이스라엘 방위군이 특정 제품의 요구사항과 기술 사양을 결정하면, 이스라엘 국방
성은 미국 펀딩을 활용하거나 조달을 위한 이스라엘 자체 통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국방 및 군수 분야에서 미국 이외 기업
들의 시장 진입 여지는 협소한 상황
- 미국은 이스라엘 최대의 보안 장비 수출국으로 최근에는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인도 베트남 및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장비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감시카메라는 도시통합보안프로그램인 Safe Cities를 통해 광범위하게 구축
- 현재 구축된 시스템들은 전용 명령 및 제어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디
지털 지도와 GIS 정보를 이용하여 긴급 대응 상황에서 현장의 사진 제공과 대처
당국 지원 체제 마련
- 또한 첨단 영상 프로세싱은 차량 탐지, 얼굴인식 및 비디오 동작 감지 등에도 활
용되고 있어, 기존의 감시카메라 기능을 강화
▶ 물리보안 시장은 2016년 기준 해외로부터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CCTV카
메라, 지문인식스캐너, 디지털 보안 영상 장비 등의 수요가 있음16)
● 물리보안 해외 수입 주요품목
(단위 : 천 달러)
품목명(HS Code)
CCTV 카메라(852580)
지문인식스캐너(847160)
영상전화기(8517692)
디지털 보안 영상장비(852190)
디지털도어록(830140)

2013
137,038
27,305
17,996
21,866
10,168

2014
126,061
28,918
26,152
18,291
11,730

2015
142,925
30,200
18,713
17,699
12,227

출처: Global Trade Atals(GTA)

- CCTV 카메라는 수요 증가세로 2015년 기준 수입규모 1억 4천만 달러 기록하며 전
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25%, 일본 10%, 한국은 1%미만
- 지문인식스캐너는 수요 증가세로 2015년 기준 수입규모 3천만 달러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54%, 미국 7%, 한국은 1%미만
- 영상전화기는 꾸준한 수요를 보이며 2015년 기준 수입규모 1천8백만 달러 기록하
며, 전년 대비 28%하락하였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50%, 대만 12%, 한국은
1% 미만
- 디지털 보안 영상장비는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이나 주요 수입 물리보안 품목으로
2015년 수입 규모는 1천 7백만 달러 기록하며 전년대비 3% 하락하였으며, 주요 수
입 대상국은 중국 75%, 미국 9%, 한국은 1.7%
- 디지털 도어록은 수요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기준 수입규모 1천 200만 달러 기
록하며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40%, 미국 13% 한국
은 0.1% 미만
16) “이스라엘의 보안시장 성장세”,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6.3.28.

m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 정보보안 시장은 2015-202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75% 성장할 것으로 전망17)
- 보안 분야 전문 시장조사업체 SDI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보보안시장은
2015년도의 경우 총 1억 8,700만 달러 규모에 해당
- 이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네트워크 부문이 6,500만 달러를 기록, 데이터 보안이
5,700만 달러, 인식 및 접근제어 부문은 3,300만 달러, 클라우드 보안은 3,2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
- 동사의 전망보고서를 보면 인식과 접근제어 정보보안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4.09%
를 보이며 2025년도에는 5,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클라우드 보안시장도 연평균 성장률 4.04%를 기록하며 2025년도에는 4,700만 달러
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네트워크 보안도 2025년도에는 9,300만 달
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하고 데이터 보안 시장도 8,000만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이스라엘의 정보보안 시장 성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총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015-25년)

(2015-25년)

93

884

3.63

57

80

759

3.45

인식 및 접근제어

33

50

456

4.09

클라우드 보안

32

47

430

4.04

계

187

270

2,500

3.73

구분

2015

2025

네트워크 보안

65

데이터 보안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Israel to 2025: Market Brief’(2016.3)

m 정보보안 부문별 투자 비중
▶ 2015~2025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정보보안 부문 지출은 네트워크 보안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 보안 시장조사업체 SDI사는 2015~2025년 기간 중 이스라엘은 네트워크 보안 부문
17)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Israel to 2025: Market Brief”, 2016.3.

에 35%, 그 다음으로 데이터 보안 부문에 30%, 인식과 접근제어 부문에 18%, 그
리고 클라우드 보안 부문에는 17%를 각각 투자할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의 정보보안 시장 부문별 점유율 전망(2015-2025)

구분

시장점유율(%)

네트워크 보안

35

데이터 보안

30

인식 및 제어접근

18

클라우드 보안

17

전체

100%

출처: SDI, ‘The Cyber Security Market in the Israel to 2025: Market Brief’(2016.3)

▶ 네트워크 보안 시장의 큰 비중 차지
- 2015년 6,5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네트워크 보안 시장은 연평균성장률
3.63%를 기록하며 2025년 9,300만 달러에 이르고, 전망기간 2015~2025년 동안 8억
8,400만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
- 이스라엘은 기술, 지적재산권, 프로토콜을 제공할 민간부문의 도움과 함께 네트워크
보안 부문에서 역량을 발전시키고 이스라엘의 사이버 산업 기반의 기초를 형성할
것을 기대함
- 기업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스라엘은 운영 및 수익 흐름을 보호할 뿐 아
니라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및 서비스의 선도 수출국이 되길 희망함
-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국가 사이버 방위 보호
(National Cyber Defense Shield)로, 이스라엘의 군사 및 상업 네트워크를 모니터하
고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프로그램하에 정부는 자국의 방위군인 IDF와 긴밀
히 협력할 것임
- 이스라엘 정부는 군대, 학계, 민간 부문을 사이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집중적인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조정된 정책과 사이버 전략 및 사이버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듦

- 이스라엘은 네트워크보안, 차세대 방화벽, 모바일, BYOD(Bring Your Own Device)
등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가진 많은 사이버 스타트업들과 함께 사이버 보안 부
문에서 공동 노력의 혜택을 수확하며, 이러한 연구 개발은 전망기간을 넘어서서
네트워크 부문에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 보안의 튼튼한 성장 전망
- 총 데이터 보안 시장은 2015년 5,7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성장률 3.45%를 기
록하며 2025년 8,000만 달러에 이르고, 2015~2025년 동안 데이터 보안 하위부문에 7
억 5,900만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수백만의 네트워크 노드, 외부 데이터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 이스라엘
내외부에서 장비의 상호연결성 등은 네트워크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끊임없는 사
이버 위협의 가능성 존재는 전망기간 동안 데이터 보안 부문 지출의 증가를 유인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것임
- 또 다른 요인으로는, 데이터 저장소와 주요 인프라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악성소
프트웨어 방지를 위한 사이버 전쟁 전문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채용이라
할 수 있음
- 이스라엘의 발전된 방위 산업은 발전된 군사 무기에 관한 데이터를 훔치고자 하는
사이버공격과 첩보노력의 높은 수준을 끌어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데이터 보안 하위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능력을 개발하고자하는 이스라엘 정부
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함
- 더하여 이스라엘 방위군(Israeli Defense Forces, IDF) 의장은 최근 사이버 전쟁 노
력, 네트워크 보안 대책, 사이버 전략을 감독 및 교차 군사적 사이버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새로운 사이버 전쟁 지부를 설립했다고 발표함
- 새로운 지부는 2년 후에 운영될 군대의 사이버 전쟁 전략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 지부로 가입할 예정임

다) 주요 사업자 현황

m 시장 특성
q 물리보안 시장
▶ 이스라엘 물리 보안 시장은 국내 개발 솔루션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350
개 이상의 수출 기업이 존재
- 이스라엘 기업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기술 분야들로는 국경 감시 솔루션
및 펜스, 차량 및 화물용 검사 특수 장비, 방화벽 보안
- 이 외 Safe City 및 Smart City용 명령 통제 감시 장비, 폭발물 원격 조작 대응을
위한 전파교란 장비, 각종 폭발물 및 군사 장비 분야의 기업들도 세계적인 경쟁력
을 확보
- 현지 시장에 진출 중인 해외 기업은 미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L3,
Morpho Trust, Raytheon, FLIR, Smiths Detection, SAIC 등이 주요 기업
▶ 이스라엘은 9.11 발생 전부터 바이오인식, 자동 영상 인식, 감시 툴, RF 태그와 스
마트 자물쇠를 포함한 항만 보안 기술 등 스마트 시스템을 통한 첨단 보안 기술 개
발력 보유
▶ 현재 이스라엘에서 활발한 물리보안 사업 전개를 펼치고 있는 기업들은 크게 이스
라엘 자국 기업과 미국 기업으로 양분
- 이스라엘 주요 로컬 기업으로는 Nice Systems, EL-FAR Electronics Systems 2000,
Electronics Line 3000 등이 있음
q 정보보안 시장
▶ 이스라엘의 정보보안 시장은 수상이 정보보안 기술을 이스라엘 경제의 성장동력으
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정보 보안 산업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유지
하고 있음
- 이스라엘의 네트워크 방화벽 부문 선도업체인 CheckPoint뿐 아니라 보안 위협분석의
CyberArk 등 이스라엘의 로컬기업 상당수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활약할 정도로
기술이 우세

▶ 글로벌 기업체들은 이스라엘 현지의 로컬 정보보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를 활발히 하며 시장을 넓힘
- Huawei가 Hexatier를 인수하고, Volkswagen이 CyMotive Technologies를 설립하여
커넥티드카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 다
국적 기업의 존재가 확대됨
- 글로벌 기업들은 IoT, 커넥티트 카 등과 같은 미래기술에 대한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된 이스라엘 기업체 및 공동연구에 투자함

m 주요 사업자
▶ 정보보안 사업자
① Check Point
- 1993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정보보안 업체로 통합위기관리(UTM)와 방화벽 분야에
서 로컬 및 글로벌 시장을 선도함
- 보안평가, 보안설계, 사고대응 등 보안컨설팅, 네트워크 공격 방어를 위한 위협 분
석과 함께 위협 예방기술을 결합한 보안 서비스 등을 제공
-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및 글로벌 100대 기업을 포함한 수만 개 기업을 고객으
로 두고, 이스라엘 내에서 총 130여개 사 이상의 유통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금융서비스, 주요 인프라, 정부 및 연방 기관, 헬스케어, 통신사 등 다양한 부문에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checkpoint.com/
Tel: +972-3-753-4555
e-mail: me_info@checkpoint.com
② CyberArk
- CyberArk는 2014 IPO에서 약 8,600만 달러가치를 가진 데이터 보호 회사로서
Fortune 100 기업 중 50%이상, Global 2000 기업 중 25%이상 기업을 포함한 전 세
계 기업들에게 정보자산, 인프라,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 주요 제품으로는 위협 분석, 보안리스크 관리 뿐 아니라 ISO/IEC 27002나 GDPR
등과 같은 보안 규제, 감사를 준수하는 제품을 제공
- 통신, 컨설팅, 금융, 음식, 등 다양한 부문의 고객들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
사를 두고 세계 각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cyberark.com/
③ Comsec
-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위치하며, 런던, 암스테르담
등에 사무소를 두고 전 세계 대기업을 포함 600개 이상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정
보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전문분야는 정보보안, IT 보안, 앱 보안, 운영 위험 관리, 사기 탐지 및 예방, 사이
버 보안 등에 해당함
- 기술, 금융, 공공, 에너지, 통신사, 의료, 산업, 방위 등 다양한 부문의 고객들에게
보안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
- 주요 서비스와 제품으로는 소프트웨어 보안, 인프라 보안, 사이버 솔루션, 클라우
드 보안, 모바일 보안, 인식 훈련, ERP 보안 등을 제공함
- 연락처 : Home Page – https://comsecglobal.com/
e-mail: info@comsecglobal.com
④ F5 Networks
-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F5 Networks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및 보안 전송을
위한 최적화 기술인 Application Delivery Networking(ADN)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
력을 확보한 기업
- F5 Networks는 이스라엘 내 뛰어난 보안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
인 인수 전략을 펼치며 제품라인 강화와 이스라엘 시장입지를 다짐
- 주요 제품으로는 보안관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웹 게이트웨이 서비스, DDos에 대
한 방어 서비스 등을 제공
- 연락처 : Home Page – https://f5.com/
⑤ CyKickLabs
-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으로부터 주요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며,
제품 텔레패스(Telepath)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동 분석 및 컴퓨터 학습을 적
용하여 개인 및 봇의 공격으로부터 웹 응용 프로그램을 보호함
- 텔레패스(Telepath)는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과 공동 개발한 사이버 보안 연구 프
로젝트를 통해 상용화된 제품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cykicklabs.com/

Tel: +972-72-370-0362
e-mail: sales@cykicklabs.com
⑥ Kaspersky Lab
- Kaspersky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글로벌 정보보안 업체로 2017년에 20주
년에 해당하며, 사업, 주요 인프라, 정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
- Kaspersky는 2001년 최초로 이스라엘에 현지 파트너를 선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개
시해 왔으며, 2013년 6월 비즈니스 개발, 판매 및 마케팅 전담 현지 법인을 텔아
비브에 설립하며, IT 보안 분야에서 상당한 브랜드력을 확보함
-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의 소비자용 디바이
스를 보호하는 제품이나, 기업용 엔드포인트와 단일 콘솔 기반 보안 관리 솔루션
등의 제품이 있음
- Kaspersky 예루살렘에 새로운 사무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기술연구소 개소에
대해 2017년 6월에 발표하였으며, 이 연구소를 통해 IoT, 커넥티트 카, 임베디드
시스템, 자동차 및 산업 제어 시스템 등과 같은 미래 기술을 타깃하는 사이버 위
협에 대한 R&D를 수행하고자 함
- 예루살렘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새로운 연구소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진행중인 전
두의 최전방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고급 기술의 연구자, 공학자, 개발자들을
고용하고자 함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kaspersky.com/
e-mail: info@kaspersky.com
⑦ Bynet Data Communications Ltd
- 1975년에 설립된 이스라엘의 대표적 IT 그룹의 하나인 RAD Group의 IT 솔루션 유
통 자회사로, 클라우드 서비스, 통신, 데이터 보안, 사이버, 기업 비디오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센터 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시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보보호분
야에서 Bynet은 이스라엘 최대 Reseller로 손꼽힘
-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ICT 시스템과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제
공하고 있으며, 주요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로는 메시징 보안, 모바일 보안, 데
이터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인증 및 접근 제어, 네트워크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원
격감시제어데이터수집시스템(SCADA)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이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bynet.co.il/en/
e-mail: info@bynet.co.il
▶ 물리보안 사업자
① NICE Systems
- 1986년 설립된 이스라엘 기반 회사로 NICE Systems의 정부용 통신 감청 기술, 돈세
탁 방지 및 부정행위(anti-fraud) 방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안전한 재무 거래 및 물
리 보안 및 공공 안전용 보안 솔루션 등의 3대 사업 분야에 주력
- NICE Systems은 150개국 이상의 기업 및 보안 분야 25,000개 조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Fortune 100대 기업 중 80개가 이 회사의 고객사로 각국 정부 부처, 운
송 시스템, 주요 인프라, 도시 센터, 은행 및 기업 등이 포함됨
- NICE의 애널리틱스 스위트는 비정상적인 패턴 감지와 트렌드 이해를 통해 이벤트
의 매 단계별 효과적 관리, 예측 및 예방이 가능
- IP 감시카메라 솔루션의 경우, 카메라 기능 이외에 출입제어, 화재감지, 침입감지
등의 보안 솔루션을 통합한 종합 물리 보안 솔루션 형태로 제공 중
- 시각 및 청각 정보를 포함한 구조/비 구조화된 방대한 양의 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보안과 관련된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
- 금융, 통신, 헬스케어, 도매,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
- 연락처 : Home Page – http://www.nice.com/ Tel: +972 9 775 3777
② EL-FAR Electronics Systems 2000
- 이스라엘 내 대표적 스마트 울타리(smart fence) 전문 개발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울타리 시스템은 30개 주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8개 기업이
이스라엘 소재
- EL-FAR 제품은 28개국에서 로컬 파트너들과의 제휴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100개
의 상이한 사이트 및 설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150개의 인프라 장비를 보유
- 공항 둘레형 울타리(Perimeter Fence)의 경우, 펜스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나
차량을 센싱하는 기술도 응용
- 국경이 설치되지 않은 유럽 지역 등을 겨냥, 지하 매립형으로 가상화된 스마트 펜스
제품도 보유

▶ 스타트업체들
① Illusive Networks
- 2014년 이스라엘의 사이버 정보부대 유닛 8200 출신에 의해 텔아비브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사이버 보안회사로서, 공격 대상에 접근하는 해커에게 가짜 정보를 보내 공
격을 차단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음
- Illusive Networks는 2015년 약 500만 달러를 벤처육성조직인 팀8(Team 8)로부터 투
자받았으며, 이외에도 NEA, Citi Ventures 등의 투자를 받았으며, 2017년 1월에는 미
국 Microsoft 벤처사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음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illusivenetworks.com/
② Argus Cyber Security
- 보안 애호가팀에 의해 2013년에 설립된 Argus는 교통기술과 사이버 보안을 융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방지에 특화한 보안 서비
스를 제공함
- 2015년 9월에 시리즈 B펀딩에서 2,600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24건의 특허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및 텔레메틱스 시스템, 차량 내 네트워크, 고급 운전 보조, 제동 및 도
어 제어 시스템, 연결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애프터 마켓 솔루션 등에 해당됨
- Argus의 R&D는 텔아비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미시건, 실리콘밸리, 슈투트가
르트, 도쿄에도 사무실을 갖고 있음
- 연락처 : Home Page – https://argus-sec.com/
e-mail: contact@argus-sec.com
③ Cato Networks
- 2015년 텔아비브에서 설립된 Cato Networks는 조직들에게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인 서비스로서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as a service, NSaaS)를
제공하며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경계를 재구성함
- Cato Networks는 보안서비스의 통합된 형태에 의해서 보호되는 클라우드에서 새로
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WAN을 구축함
- Cato Networks는 2015년 10월에 시리즈 A에서 2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으며, 2016년
9월에는 시리즈 B에서 Greylock Partners 등으로부터 3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으며,
최근 투자받은 금액은 자사의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확대하기 위해 사용 될 것임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catonetworks.com/

④ CGS Tower Networks
- 2014년 설립된 CGS Tower Networks사는 주요 제품으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
고 있으며, Smart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
- 보안, 모니터링 및 레코딩 툴에 대한 지능형 중단 없는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을 지
원하는 네트워크 패키지 브로커 시장에 대한 기술을 제공함
- CGS는 자사의 네트워크 기기가 네트워크의 사각지대와 네트워크 혼잡과 같은 사이
버 보안 및 모니터링 솔루션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한 네트워크 문제를 해
결한다고 함
- 주요 고객층은 통신사, 전력 등의 공공기관, 정부, 기업, 금융, 교통, 제조, 헬스케어,
하이테크 업체들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cgstowernetworks.com/
e-mail: info@cgstowernetworks.com
⑤ Coronet
- 2015년에 설립된 Coronet은 Wifi 및 셀룰러 네트워크에서 도청, 차단, 조작을 감지하
여 막는 무선분야 보안 스타트업체임
- Coronet은 통신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며, Windows, Mac, Android, iOS 디바이스에
대한 경량 에이전트와 IoT 플랫폼용 SDK를 제공함
- Coronet은 2015년 시스코 + 파이오니어 챌린지에서 15대 혁신업체중 하나로 선정 되
었으며, CRN에 의해 2017년 가장 훌륭한 30대 모바일 보안업체 중 하나로 선정됨
- 연락처 : Home Page – https://coro.net/
⑥ Cyberbit
- 2015년에 설립된 Cyberbit은 국방전자회사인 Elbit Systems의 자회사로, 법 집행, 정보
기관 및 신호 정보를 위한 통신 정보 기술을 보유한 SCADA 및 IP 보안분야 업체
- IP 및 SCADA 네트워크용 CyberShield Suite 도구는 커널 기반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알고리즘, 의사결정지원 등의 도구를 사용함
- 지능형 도구에는 교도소 모니터링, 위치 추적, 위성 차단, WiT 공동 작업 센터 및
대용량 탐지 센터가 포함됨
- 연락처 : Home Page – https://www.cyberbit.com
e-mail: info@cyberbit.com

라) 주요 동향 및 이슈

▶ TD 뱅크 그룹이 이스라엘에 사이버보안 사무소 개소(2017년 10월)18)
- 캐나다의 다국적 은행 및 금융서비스 기관인 TD(Toronto-Dominion) Bank는 사이버
보안 기술 및 인재양성을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이버보안 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발표함
- 이는 북미 전역의 수백만의 고객과 직원들에게 의미있는 혁신을 안전하게 제공 하
고자 하는 TD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또 다른 진보에 해당하며, TD가 미래은행
을 구축할 때 새롭고,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사
이버보안에서 노하우와 인재 풀을 활용하고자 함
- 새로운 사무소는 사이버 관련 기술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학습 커리큘럼에 관한
TD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할 것임
▶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지(holy site) 주변에 보안카메라 설치(2017년 7월)19)
- 이스라엘의 안보내각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금속 탐지기를 제거하고, 기술적 으
로 뛰어난 보안 카메라로 대처하기로 함
-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경찰과 신 베트(Shin Bet)보안 서비스에서 뿐 아니라 인구
구성원의 사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부처로부터의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함
- 데이터베이스 내 모든 사진은 위험정도에 따라 분류되며, 이 시스템은 몇초내에
수백 만 명의 얼굴을 스캔할 수 있음
- 시스템은 적어도 12개의 얼굴 특성을 기반으로 사람의 신원을 결정하며, 얼굴을
자리고 있어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귀 및 기타 특성을 검사
할 수 있음

▶ 이스라엘 사이버기술 시장은 2016년 성장하여 5억 8,100만 달러 자금 모임20)
- 이스라엘 사이버기술에 대한 글로벌 회사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며, 2016년에 사이
버기술 거래가 세계적으로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이버기술
시장은 2016년 실제로 성장하여, 5억 8,100만 달러 자금이 모였으며 이러한 금액은
18) “TD Opens Cybersecurity Office in Israel”, Markets Insider, 2017.10.4.
19) “How Smart Are the New 'Smart Cameras' Israel Wants to Install Near the Temple Mount?”,
Haaretz, 2017.7.26.
20) “Israel: The Next Key Player in the Cybersecurity Industry”, Forbes, 2017.2.27.

미국 다음으로 큰 금액에 해당하며, 전 세계 사이버보안 회사들이 창출한 총 벤처
캐피털의 15%에 해당함
- 2016년에 중국의 Huawei는 Hexatier를 인수하였고, Volkswagen AG는 커넥티드 차
량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CyMotive Technologies를 시작했음
- 또한 미국 전문 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인 Accenture는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회사
인 Malgan을 인수하였고, 사이버보안 프로젝트에 집중하고자 이스라엘에 새로운
연구개발 랩을 설립함
- 2015년에는 영국 마이크로칩 설계사인 Arm Holdings사는 IoT와 모바일 신뢰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의 Sansa Security를 인수하여 새로운 허브를 생성하기
위해 계획 중임
- 또한 이미 이스라엘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PayPal은 예측적인 멀웨어
(malware) 탐지를 개발하는 CyActive를 인수하였음

3) 정보보호 정책 및 기관 현황

가) 관련 법령 및 정책

m 관련 법령 및 규제
▶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다루는 법21)
- 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이스라엘의 여러 법들은 다음과 같음
· 1995년의 컴퓨터 법(Computer Law)
· 1981년의 프라이버시 보호법(Protection of Privacy Law)과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
(데이터 보안) 5777-2017을 포함한 관련된 규제들
· 1984년의 산업 연구개발 장려법(Encouragement for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w)
· 2007년의 방위수출 통제법(Defense Exports Control Law)
· 1982년의 통신법(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
· 1998년의 공공기관에서 보안규제법(Law for Regulating Security in Public Bodies)
· 2001년의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Law)
▶ 바이오인식데이터베이스법(Biometric Database Law)
- 2009년 Knesset(이스라엘 입법위원회)는 바이오인식데이터베이스법을 제정하여 ID
카드, 여권 등 공식적인 신원확인 문서에 바이오인식 데이터를 안전하게 포함시키
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바이오인식 데이터베이스 관리 당국을 설립
- 바이오인식 문서로의 전환을 위한 적응기간은 2013년에 시작되었고, 동법은 특히
전환기간의 최종결정과 관련하여 2017년 초에 개정됨

▶ 테러방지법(counter-terrorism law)
- 2016년 8월 Knesset은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켰으며, 동 법안은 인프라,
시스템, 필수서비스에 대한 손상을 포함하여 테러행위의 정의를 넓혔음
21) “National Cyber Security Organisation: ISRAEL”,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CCDCOE), 2017

- 향후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테러 활동도 포함하도록 해석될 수 있음
▶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 2017년 2월 독점금지당국(Antitrust Authority)은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가이드라
인에 대한 초안을 배포함
▶ 산업부문별 사이버보안 관련 법 및 지침
- 금융부문에서 이스라엘 은행은 사이버 보안 조치(cyber security measures)인
Directive 361과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에서 위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행
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 은행에게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을 지명하
고, 적시에 사이버 보안전략을 갖도록 요구함
- 자본시장 관리자는 2016년 8월 사이버 위험 관리 지침(directive on Cyber Risk
Management)을 발표
- 보건부 사무총장은 2015년 2월 디지털 헬스 데이터의 보호에 관련하여 헬스 서비
스 제공자에게 지침을 발표

m 주요 전략 및 정책
▶ 디지털 이스라엘(Digital Israel)22)
- 2013년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인터넷 속력을 1Gbps 까지 허용하고, 전 국민에게 발전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 광섬유 그리드
구축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국가 사이버 전략의 기반과 목표23)
- 과학부(Ministry of Science)내 국가 연구개발 위원회의 후원 하에 총리가 국가
사이버이니셔티브(National Cyber Initiative)를 시작하면서 사이버 보안은 2010년
11월에 명백한 국가 목표가 됨
- 이 임시 대책본부는 국가 연구개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끌었으며, 군대, 정부부
22) “National Cyber Security Organisation: ISRAEL”,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CCDCOE), 2017
23) “National Cyber Security Organisation: ISRAEL”,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CCDCOE), 2017

처, 학계, 민간 부문으로부터 약 80명의 전문가로 구성됨
- 국가 사이버이니셔티브 대책본부는 글로벌 수준의 사이버 보안에서 이스라엘의 리
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면서 총리에게 맡겨짐
- 12개의 최종적인 권고문은 2011년 8월에 ‘국가의 사이버 능력 향상(Advancing
National Cyberspace Capabilities)’제목 하에 정부 결의안 3611에 포함됨
- 결의안은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단체를 통합하면서 국가사이버국(INCB)을 최
초의 국가 자문기관으로 설립함
- 2016년 하반기 기준, 국가사이버국(INCB)은 아직 국가 사이버정책을 착수한 통합된
문서를 발간하진 않았으며, 접근은 규제와 다른 활동들 속에 통합됨
- 최종 정책 문서와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부 결의안 3611은
사이버공간의 영역에서 4가지 국가 우선순위를 가리키고 있음
(1) 국가 역량을 향상하고 현재와 미래 사이버공간에서의 도전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것
(2) 이스라엘에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스트럭처의 방어를 개선하는 것
(3) 정보기술 발전을 위해 글로벌 센터로서의 국가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4) 학계, 산업계, 민간부문 그리고 정부부처의 다학제적인 협력을 장려
하는 것
- 추가적인 정부 결의안들, 특히 결의안 2443과 2444에서는 이러한 국가 우선 순위
들을 정교화하고, 국가사이버국(INCB)과 국가사이버방어기구(NCSA) 둘 다를 포함
하는 국가 사이버 방위이사회(National Cyber Defense Directorate)를 설립함으로써
사이버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역량을 확장하는 것
-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 사이버 보안 목표와 우선순위들은 현재 단기적 및
장기적인 목표 둘 다에서 더 큰 공공 투명성, 제도 개혁, 정부 투자 과정의 이행
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음
·단기적 목표: 사이버 보안 관련된 회사에 대한 보조금
·장기적 목표: 교육부의 Magshimim 프로그램과 사이버 보안 연구에서의 입학시험은
고등학생을 위한 옵션으로 제공됨
- 2011년 이후부터 총리실은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목표를 국내외적으로 증진하는
것을 이끌어 왔음

▶ 이스라엘은 방위군이 사이버보안 인재 육성에 포괄적으로 관여하는 중
- 2년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제
공하며, 전역 후 창업 또는 민간기업으로 취업
- 군 복무기간을 사이버보안 교육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활용하면서, 전문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 수요 충족 가능
- 또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 졸업생 대상의 보안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
가센터’를 설립하여 예비 보안인재를 관리함
- 사이버국방 인력양성을 위해 ‘마그니엄 류미트(Magshimim Leumit)’ 출범
- 소년 대상으로 전문적인 컴퓨팅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며, 탈피오트(방위산업 R&D
인력양성, 연 50명),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연 25명), 의무복무(장교 6년, 사병 3년)
시 전역수당, 창업 및 주택구입비 등 지원

▶ 인재정책 탈피오트(Talpiot), 하바찰롯(Havatzalot), Brakim Excellence
- 탈피오트(Talpiot) 정책: 이스라엘은 과학, 물리, 수학, 정보보호 분야의 영재들을
위한 이스라엘 방위군(IDF) 엘리트 교육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통해 민과 군의
정보보호 정책 연계성을 유지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하는 탈피오트는 위기관리에 관한 해결능력을 가진 영
재를 군에서 키우자는 취지로 197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선발한 최상위권 고교 졸업생 50명이 지원받음
·탈피오트 프로그램으로 뽑힌 이공계 영재는 군복무 기간 동안 수학, 물리를 학습
하고 컴퓨터 공학을 함께 전공하며, IDF는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며 융합하여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연구함
- 하바찰롯(Havatzalot) 정책: 특히, 고도로 숙련된 정보보호 요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군 복무 중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인재양성 프로그램
·고도로 숙련된 정보요원을 육성하기 위해 군 복무 중 3년에 걸쳐 중동 연구 관련
학사학위를 받으며 정보보호, 경제, 수학, 컴퓨터, 과학, 철학 전공 중 복수전공
과목을 선택하여 수학함
·이 프로그램은 하이파 대학과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협력을 통해 군복무 중 학
위 이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민간기업으로 다리역할을 함
- Brakim Excellence 정책: 학생중심의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공학부 인재 프로그램

육성 정책에 해당
·기계공학부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 프로그램으로 최
근 이스라엘 방위군(IDF)과 이스라엘 공과대학(Technion) 공동 교육 계획 일부에
포함됨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군 복무 중 학사학위와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이
학사, 이학석사 취득을 장려함

나) 담당기관

▶ 국가사이버방위청(National Cyber Defense Authority)24)
- 2002년에 설립된 이스라엘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및 사이버
전쟁, 사이버테러 등 국가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체제 구축
의 중심축 역할
- 국방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포괄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최근에는 기존의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 및 이스라엘 보안국 등 사이버 및 보안
정책기구의 책무를 일부 흡수하여, 이들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기존의 국가 정보보안기관이 주요기관 및 시설에 대한 보안에 주력했던 반면, 국
가사이버방어기구는 이스라엘 시민의 지식정보보안까지 보장함
- 시민의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며, 이스라엘 경제에 모든 중요한 인프라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위해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사이버 공간에
서의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일을 함
▶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Israel National Cyber Bureau, INCB)25)
- 글로벌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시민 사이버 보안을 통합하기 위해
정부 결의문 3611(Government Resolution No. 3611)에 의해 총리실 산하에 2011년
24) National Cyber Defense Authority:
https://www.gov.il/en/Departments/national_cyber_security_authority
25)
http://www.pmo.gov.il/English/PrimeMinistersOffice/DivisionsAndAuthorities/cyber/Pages/default.aspx

에 설립된 국가사이버국(INCB)은 국가사이버 정책을 권고, 정부 전반에 걸쳐 그 실
행을 장려함
- 운영 예산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에서 배정한 총리실 예산 가운데 일부로
충당하며, 2011년 설립 당시의 예산은 약 40만 셰켈(New Israelis Shekel, NIS) 규모
- 조직 구조는 총리실과 이스라엘 공무원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협의 하에 결정됨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음
·국가 정보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리,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 수립을 지원
·사이버 공격 전후로 INCB는 이스라엘 내 사이버 방어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
간의 보호 조치 및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동안 INCB는 국가 사이버 상황실(National Cyber Situation
Room)에서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작전을 지시
·국가 사이버 방위 방향 구축
·정보보안 이슈에 관한 국가 단위의 규제 개선
·민간 정보보안 업계와 협력 조정 및 해외 정부들과의 보안 협력 체계 구축
·학계,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사이버 분야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과학기술부(The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와의 협력으로 5,000만 세켈(약
1,400만 달러)의 장학금 및 연구 재원 마련, 이를 통한 국가 보안 인재 양성
-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며, 경제부 등 타 부처와 연계 업무 추진하며, 사이버 대응,
보안산업 투자 촉진, 국제 협력 등
-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및 사이버전쟁, 사이버테러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방어체제 구축 역할
- 정보기술개발 선진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정보보안 관련 정부
및 산학연 간 협력을 지원 및 장려
▶ 이스라엘 보안국(Israel Security Agency, ISA, Shin Bet)26)
- ISA는 테러, 스파이, 정치적 혼란, 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1948년에 정보 서비스 및 첩보 활동을 위한 독립 행정 기관으로서 설립되었으며,
2002년 사법부로부터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인정받아 정식으로 출범
26) https://www.shabak.gov.il/english/pages/about.html

- 물리적인 위협이나 사이버 공간 상의 위협 발생 요소에 대한 연구조사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수행하며, 정부 기관의 보안 시스템 운영을 지원
·기술개발 분야는 일반기술과 IT 부문으로 분류되며, 정보보안을 위한 연구
및 시스템 운영 활동은 IT 개발 부문이 주로 담당
·국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정부 기관에 적용
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기여
·그 밖에도 각종 보안 관련 위협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
- 정부시스템, 국가 인프라와 재정 데이터 방위에 책임을 짐
▶ 이스라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가 2014년 이스라엘 경제부로 개편되었으며, 경제부 산하에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OCS)을 두어 정보보안을 포함한 산업
R&D 개발 촉진 담당
- 수석과학관실은 이스라엘의 지식기반 과학기술 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 촉진, 혁신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비전으로 함
- 이스라엘 R&D 펀드, 국제 프로그램, 협약 및 공동 업무 등을 통해 운영자금 조달
- 이스라엘 정부의 수석과학관실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 및 지원 분야를 총괄하며 IT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업무 수행
▶ 이스라엘 사이버사건 준비팀 (Israeli Cyber Event Readiness Team, CERT-IL)
- CERT-IL은 국가사이버보안국(NCSA)의 부서이며, 정부 결의문 2444에 기반함
- 이스라엘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공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국가 사이버 보안사건 관리
·이스라엘 국내·외의 신뢰하는 파트너들과 정보 공유
·사이버 보안 성공사례 개발
·사이버 보안 인식 증진
·다른 CERT와 사이버 보안 회사들, 국제 기관과 사이버 보안 위협 및
사건에 관해 이스라엘에서 단일 접점 제공
▶ 경찰 내 사이버 부서

- 이스라엘 경찰은 2012년에 사이버 부서를 설립하여 디지털 포렌식과 증거에서 전
문성을 개발을 위한 중심적인 접점역할을 하며 사이버 범죄를 다룸
- 사이버 부서는 엘리트 국가 경찰 부서(Lahav 433)내에 위치함

다) 규제 및 인증제도

m 규제
-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m 인증제도
q 공공 인증기관
▶ 담당 기관 : 이스라엘 표준규격청(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SII)
-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는 전기 전자 제품은 이스라엘 표준규격청(Standards Institution
of ISRAEL, SII)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함
- SII는 표준 규격을 관장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정부기관으로, 현지 유통 산업용
제품에 대한 테스트, 인증, 품질관리를 전담
- 주요 담당 업무로는 표준마크, 안전마크, 그린마크 및 이스라엘 내 ISO 9000 인증
부여 등
▶ 주요 담당 기능
- 표준 마크(Standard Mark) 프로그램 운영: SII는 ISO Guide 65에 준해 표준마크 프
로그램 운영하며, 표준마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표준 요구 사항 충족 및 품
질 보장 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함
·표준마크위원회는 테스트 보고서와 품질 평가 보고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
적으로 기술 위원회들과 미팅을 조율, 민간과 공공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
술위원회들이 결과물을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위원회는 마크 부여 및 취
소를 결정
·표준마크가 승인되면 추가적으로 제품 및 품질 보증 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실시
·검사는 연구소 직원들과 인증 감사원들에 의해 수행되며, 제품의 지속적인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샘플 검사는 1년에 수차례 실시
·한편 SII는 해외 제조업체들의 표준 승인 절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SII를 대신해
테스트와 검사 서비스를 수행할 독립 해외 테스트 및 인증기관들과의 협약도 체
결하고 있음
- 그린 마크(Israeli Green Label) : 제품의 환경 영향도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인증
- 안전마크(Safety Mark): 안전요구사항으로 구성된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
- 관리 시스템(Management Systems) 인증: ISO를 비롯하여 26개의 이스라엘 국내외
관리 인증을 시행
·이중 보안 및 안전 관련 인증은 ISO/IEC 27001(정보보안관리 표준), SI OHSAS 18001(건
물관리 및 직업 안전 관리 표준), SI 9301(운송 시스템 안전관리) 등이 있음

라) 최근 정책 동향 및 이슈

▶ 이스라엘 의회는 유해 인터넷 사이트 검열법안 승인 (2017년 7월)27)
- 2017년 7월 17일 이스라엘 입법 의회 크네셋(Knesset)은 범지 및 테러 활동을 부추
기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Clean Internet Bill)을
승인
-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이스라엘 최초의 규제로 테러단체 웹사이트,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광고 등이 주요 적용 대상
- 경찰과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법원은 테러 조직에 속한 웹사이트거나 온라
인상에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되는 범죄에
자국민이 관여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웹사이트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국가사이버국(INCB)은 국가사이버 보안전략의 중요한 요소 구현 (2015년 2월)28)
- 2015년 2월 국가사이버국(INCB)은 사이버 보안에 관한 두 가지 운영적인 정부결의
문을 제정
27) “인터넷 법제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 Vol.118, 2017.7.
28) “National Cyber Security Organisation: ISRAEL”,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CCDCOE), 2017

- 국가사이버 보안 전략의 중요한 요소를 실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두 번째 국가
사이버보안 조직인 국가 사이버보안국(National Cyber Security Authority, NCSA)를
설립
- 국가사이버국(INCB)는 국가사이버보안국(NCSA)과 함께 국가 사이버위원회(National
Cyber Directorate)을 구성
- 첫 번째 결의문 244329)은 존재하는 정부 부처와 다른 규제기관들의 이미 설립된
권한내에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 규제를 통합하는 접근을 다루었고, 또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시장에 관한 국가사이버국(INCB)의 규제에 대
한 역량과 권한을 다룸
- 두 번째 결의문 244430)은 새로운 기관 국가 사이버보안국(NCSA)을 설립하는 것임
- 국가 사이버보안국(NCSA)는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공간에 모
든 운영적인 방어 노력을 지휘하고, 운영하고, 수행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방어하
는 미션을 갖는 책임을 짊
- 국가 사이버보안국(NCSA)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완전하고 지속적인 방어적 대
응을 제공하고, 사이버 위협과 실시간 사건들을 제어하며, 지속적인 상황 인지를
형성, 정보의 통합 및 분석, 방위군과 협력함
- 또한, 이스라엘의 CERT를 유지하고, 국가의 준비와 복원력을 높이며, 국가 사이버 원칙
을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사이버 보호법을 추가 및 개정하여 공표할 책임이 있음
- 결의문 2443과 2444에서 예상되는 궁극적인 정부 구조는 2017년 말까지 기존의 국가사
이버국(INCB)와 새로운 국가사이버보안국(NCSA)의 두 개 기관의 기둥으로 구성된 국가
사이버 위원회(National Cyber Directorate, Ma’arach)를 포괄하게 될 것임

●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관련 정부 구조 계획

출처: “National Cyber Security Organisation: ISRAEL”,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29) 결의문 2443: “Advancing National Regulataion and Governmental Leadership in Cyber Security”
30) 결의문 2444: “Advancing the National Preparedness for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CCDCOE), 2017

- 더하여, 사이버 보안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내의 각 정부부처에서 설립과 부문별
접점은 공동 목표와 우선순위의 미래 국가 구현을 위한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제
공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