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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확보 중심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 구축 본격화

▶ 미국 연방 정부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2014 회계연도 통합 세출법안을 통과
▶ 국방부 산하 사이버 국방 전략을 총괄하는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증가됐으며,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역시 전년 대비 3,500만 달러 상승
▶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이 지난 4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등 현재 미국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특히 국제적 사이버 테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 중심의 사이버 보안 예산 편성 강화

Ⅰ. 미국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증가 동향
▒ 2014년 1월, 미국 하원이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2014 회계연도1) 통합 세출법안을 통과2)
• 2014년 미국 연방 정부의 IT 예산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국방부3) 와 국토안보부4) 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

▒ 통합 예산 중 2014년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4,870억 달러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나, 산하
기관인 ‘사이버 사령부’5) 의 2014년도 예산은 4억 4,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미국 국방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900명 수준인 사이버 사령부 내 보안 관련 전문

3) Department of Defence, DoD
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5) Cyber Command, 미국 내 사이버 국방 전략 총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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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예산은 미국 연방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제외한 연방 정부의 자유 재량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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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2016년까지 4,900명으로 확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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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사령부는 증원된 인력을 ▲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컴퓨터 시스템 보호를 위한 병력6) ,
▲ 사이버 사령부의 장기 플랜 수립 및 국제적 사이버 공격 대응을 지원하는 병력7) , ▲ 국방부 내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병력8) 으로 활용할 예정

▒ 사이버 사령부의 사업 확대 외에도 2013년 12월 통과된 ‘201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9) ’에 따라
국방부는 다양한 사이버 보안 관련 활동을 전개할 예정
• 국제적인 사이버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는 동시에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 연방 정부의 사이버 무기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에 2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사이버
보안 관련 R&D 활동에도 총 3,9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
▒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역시 7억 9,200만 달러로 2013년 대비 3,550만 달러 증가
•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 위험을 실시간으로 식별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동 업데이트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인 ‘지속적 진단 및 대응’10) 프로그램 구축 사업 등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예정

▒ 한편, 2014년을 비롯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미국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IT 관련 정부 조달 업체인 이믹스그룹(ImmixGroup)의 크리스 비드만(Chris Wiedemann)
애널리스트는 지난 2년 간 미국 의회가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려 왔다고 주장
• 실제, 사이버 사령부 운영 관련 예산만 해도 2012년을 제외하고 지난 4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
• 언론 매체 넥스트거브(Nextgov)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Chuck Hagel)은 2015
회계 연도에 더 많은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을 요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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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내년도 미국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6) national mission force
7) combat mission forces
8) cyber protection forces
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Y 2014
10) Continuous Diagnostic and Mitigation,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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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 증감 추이(2010-2014)

출처: Washington Post(2014.1)

▒ 미국 내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증가 경향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
• IT 솔루션 업체 BAE 시스템 어플라이드 인텔리전스(BAE Systems Applied Intelligence)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60% 가 2014 년 들어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을 증가시켰으며,

78%의 기업이 향후 12개월 간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
•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의 29%는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에 7,500만 달러 이상을 배정하고 있었으며,

20% 이상의 기업이 최소 1,500만 달러 이상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투자

Ⅱ. 미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증가 배경

▒ 미국 연방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국제적
규모의 해킹 공격 확산에서 비롯
• 언론 매체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에 따르면 2013년 5월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해커 집단이 미국 연방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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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 시스템 어플라이드 인텔리전스의 조사에서도 미국 기업의 약 53%가 사이버 보안 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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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미군의 전투기 등 군사 장비 관련 최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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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9월에는 미국 해병대11) 의 웹사이트가 시리아 전자군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해킹되는
등 현재 미국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해킹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뉴욕 타임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미국의 연간 피해액을 3,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

▒ 국가 대상의 전방위적 해킹 공격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일본의 정보통신 연구기관12) 에 따르면 2013년 정부기관, 대학, 기업 등을 겨냥한 일본 내 사이버
공격이 전년 대비 64% 증가한 128억 건에 달했으며, 이는 NICT가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래
최대 규모
• 영국 언론 매체 BBC는 자국 정부 기관과 기업의 비밀 자료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월 평균 약

70건에 이른다고 보도
• 보안업체 시스코(Cisco)는 2014년 1월, ‘시스코 2014 연례 보안 보고서’13) 를 통해 2013년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위협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3년 10월 기준 연간 누적 위협
경보가 2012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

Ⅲ. 미국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과 의의
▒ 2014 회계연도 세출법안을 포함해 미국 연방 정부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
• 여타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규모 해킹 등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을 증가시킨 후,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면 다시 관련 예산을 감소시키는 정책 행보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사태 수습에만 매몰된 투자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보안
투자가 외면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 예산을 꾸준히 증대
• 미국 연방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평상시에 구축함으로써, 대규모 공격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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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

11) U. S. Marine Corps
12) NICT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13) Cisco 2014 Annual Secur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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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 연방 정부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보에 초점
• 비영리 정보보안 전문단체14) 와 컨설팅 업체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이 전
세계 정보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6%는 정보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
• 또한, 이들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부족 현상이 조직 및 고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침해 빈도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연방 정부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인 사이버 사령부 내에 프로그래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대거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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