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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부대 임무 확대와 권한 강화

목 차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 “사이버위협은 최상위 위협”

2018년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댄 코츠 美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에 대한 세계적인 위협 중 사이버위협을 최상위의 위협으로 언급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사이버위협 상당

기금조성, 정보수집 목적의 지속 공격

 댄 코츠 DNI 국장은 전 세계의 위협 목록 중
사이버 위협이 최상위 위협임을 언급하며, 
사이버 위협의 위험성을 강조

 “미국은 정부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일
사이버 공격 위협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 중
국, 이란,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이 가장 많다” 

 ”북한 은 기금 조성, 선제 공격,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계속 사용할 것”

 ”러시아 는 미국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격, 동맹국을
약화시킬 의도로 공세적 사이버 공격 시도할 것”

 ”중국 은 사이버 간첩 능력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자 할 것”

 ”이란 은 미국과 동맹국 네트워크에 침투하려 할 것이며, 
미래의 사이버 공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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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 트럼프 美 45대 대통령 6대 국정기조

미국 백악관은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6대 국정기조를
발표했으며, 국방 분야에서 사이버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의 필요성 강조

트럼프 대통령 6대 국정 아젠다

 트럼프 대통령의 6대 국정 아젠다 중
하나로 ‘미군의 재건’ 포함

 이란과 북한의 위협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시퀘스터(예산 감축조치) 폐지

 사이버전쟁 대응을 위한 다음의 인식과
추진방향 설정

· 사이버공간은 새로 부상하는 전장

· 국가사이버 보안과 기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치(safeguard)가 필요함

· 미 사이버사령부(USCYBERCOM)의 공세적,
방어적 역량 개발을 최우선과제로 할 것

· 최정예 인재(Brightest Americans)들이
핵심적인 영역에서 근무, 복무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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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 트럼프 美 45대 대통령 사이버 공약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트럼프의 사이버보안 정책이 미국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트럼프 대통령 사이버보안 공약

 트럼프는 대통령 공약 15대 핵심 정책
중 2번째로 ‘사이버보안’을 다루었으며, 
4개의 사이버보안 강화 위한 비전 제시

· ‘사이버 리뷰 팀’을 구성하여 기반시설을
비롯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현황과 취약점에
대한 즉각적 분석과 구체적 대응책 제시

·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여 미국 연방·주·로컬
차원 사법기관 공조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지시하여 미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공간에서 공세적·    
방어적 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안 마련

· 국가적 차원, 비국가주체 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 억지력 확보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역량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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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美 국가 인프라 자문이사회(NIAC)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응방안』 이라는 제하의 보고서 발표

주요국의 대응 정책 – 美 주요기반시설 사이버위협 대응(2017)

NIAC는 트럼프 정부의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을 개선을 위한 자문보고서 발표

 NIAC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해 “대담하고 확고한 행동
(bold, decisive action)”을 취해야 함을 촉구

 국가안보자문관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즉각적인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권고

 주요 내용

(1) 주요 사이버 네트워크를 위한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설치
(2)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M2M 정보공유 기술의 시범사업 촉진
(3) 우수한 스캐닝 도구와 평가 방법 판별
(4) 사이버 전문 인력 강화
(5) 사이버인프라 upgrade 촉진을 위한 성과기반의 인센티브 체계 구축
(6) 주요 사이버 자산의 소유자를 위한 보안 확보 프로세스 제시
(7) 비보안자산의 신속한 판별체계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
(8) 사이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구축
(9) 사이버사고 대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GridEx IV 훈련 활용
(10) 최적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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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美 육군은 전문가들 조언을 바탕으로 사이버공간 등을 포함한
불확실한 속성의 미래 전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 美 육군, 하이브리드전 새 접근법

사이버전, 정보전 등

Hybrid War에 대비한 새로운 접근법

 2017년 10월에 공개된 미 육군의 새 접근법에는
사이버전이나 정보전과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에
서는 한 국가의 결정적인 승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음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배포 전문 군과 소셜미디어
트래픽이 결합되면 기존의 오픈소스 분석가를
압도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과, 최신성을 담보하는 인텔리전스 능력이 요구됨

 주요 강대국들과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해서는
미 국방부가 앞장서야 하며, 사이버 공격 및 소셜
미디어 매체를 특수부대나 재래식 군대와 결합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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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 美 사이버사령부 격상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18일, 백악관 성명서를 통해 美 사이버 사령부
를 사이버 작전에 주력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시킬 것을 발표

美 사이버사령부 지위 격상, 
독자 지휘체계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전략사령부 휘하에 소속되었던 사이버사령부
(Cyber Command)를 독립적인 통합전투사령부
(Unified Combatant Command)로 편성시킴

 이번 조치로 한 명의 사령관 하에 사이버 작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작전의 명령 체계를
효율화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이버사령부는 미군의 10번째 통합사령부가
되었으며, 향후 중요 사이버작전에 그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함

 2017년 5월, 트럼프대통령은 사이버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전산망을 현대화하
고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 행
정명령을 발표의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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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IS 대상 사이버공격

 IS(이슬람국가) 대응을 위해 미국은 사
이버공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중

 오바마 대통령은 CIA와 IS 대응 전략
회의에서 ‘미국의 사이버역량으로 IS의
명령체계를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16년 4월, 
‘미 사이버사령부의 첫 번째 전시임무로
IS의 작전과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사이버 공격을 부여했다’고 발표

 마이클 로저스 미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2016년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이버공격을 통해 억지력 등 선택권을
명령 결정권자에게 주어 충돌을 방지
하는 대응전략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힘

미국은 IS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사이버사령부는
첫 번째 전시 사이버작전으로 IS 대상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발표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 ISIS에 대한 사이버공격 임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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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 공세적 임무 부여 및 권한 부여

美 사이버사령부를 방어중심 전략에서 해외 네트워크에서 선제적으로 위협을
무력화하는 ‘공세모드’로 전환하고, 각 군 사이버사령관에 공격개시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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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 북 해커 기소 (2018)

美, 北 해커 `박진혁’ 기소
소니픽쳐스 해킹 · 랜섬웨어 공격 혐의

[

 미국 FBI는 최근 발생한 다수의 사이버 강도
사건 및 해킹에 연류된 Lazarus Group 소속
북한 해커를 기소함

 2014년, 북한 지도부 암살을 소재로 한 코
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것에 대한 정
치적 보복을 위해 소니 픽쳐스를 해킹하여
다수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 은행을 해킹하
여 최소 $8,100만 달러를 빼돌림

 2017년, 랜섬웨어 WannaCry 2.0을 이용
한 공격을 통해 영국의 국민 건강 보험 제
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힘

WannaCry 2.0 랜섬웨어 공격, 2014년 소니 픽쳐스 해킹, 그리고 2016년 방글
라데시 중앙 은행 사이버 강도사건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밝혀짐



2. 사이버작전 수행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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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사이버무기체계 개발 정책

미 국방부는 FY 2017 국방예산 요구 안에서 2017~22년 총 5년간
공세적 사이버무기 개발과 사이버인력 양성에 총 35조원 투자 요청

美, 사이버인력 양성과 사이버무기
개발에 5년간 35조원 투자 요청

 미 국방부장관은 2017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요
구안에서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7조원씩 5
년간 총 35조 투자를 요청

 사이버역량 강화방안에는 미 국방부의 네트워
크 방어 역량 향상, 사이버전사 양성, 공세적 사
이버 옵션에 필요한 사이버무기 개발 등 포함

 35조원 중 15조원은 공세적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에 사용될 예정

 35조원 중 11조원은 전력그리드와 같은 기반
시설 보호와 정보보증 역량 강화를 위해 사
용될 예정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투부대 건설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에도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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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주요 싱크탱크들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의 핵심은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고급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CSIS는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시 발간한
‘44대 대통령을 위한 사이버보안 제언’에서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인력부족에 따른 국가 위기 가능성을 경고함

 랜드연구소 역시 2014년 ‘H4CKER5 Wanted’
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해커 등
사이버안보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 강조

 사이버안보는 고급 해킹 기술과 상상력을
가진 공격자와 이를 방어하는 전문 방어
역량 간의 대결로 결국 사람 간의 두뇌 전쟁

 Mayhem 등 자동화된 해킹 · 보안 머신이
출연하는 시점에서 ’10만 해커 양병’ 등 물량
위주의 인력 양성이 아닌, 진정한 실력을
갖춘 ‘이세돌’급 최고급 인력 양성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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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의 – 대한민국 국방부 연구 결과 (2017)

임무 세부 임무

사이버
방호 임무

정책 기획 및 계획 수립

방호체계 운영ㆍ관리

사이버위협 탐지ㆍ대응

사이버위협 조사ㆍ분석

사이버
작전 임무

사이버작전계획 수립

공세적 사이버작전

방어적 사이버작전

사이버무기 개발

사이버
지원 임무

사이버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이버 기술 기획, 연구ㆍ개발, 획득

사이버 정보 수집

기타 임무

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보호

사이버 수사

사이버 법무

군 사이버 전문인력은 사이버방호, 사이버작전, 사이버지원, 기타임무로
구분되며, 각 임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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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인력 교육훈련체계

국방 사이버전문인력 체계

국방 사이버인력 자격 표준

국방 사이버인력 전문교육 프로그램

국가사이버보안 교육체계

국가사이버전문인력 체계

국방 사이버전문인력 전략

국방 사이버인력 관리 표준

각 군 사이버 병과체계 와 커리어패스

• DoD <우수학술센터 – 사이버 작전 (CAE-CO)>
• DoD/DHS <우수학술센터-사이버방어 (CAE-CD)>

• 사이버사령부 <합동 사이버공간 교육훈련 및 인증 표준 (JCT-CS)>

• DoD <국방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 (DCWF)> 

• DoD Directive 8570 (Information Assurance)  DoDD 8140로 통합

• NIST <국가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NICE)>

• NIST <국가 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

• DoD <국방사이버보안인력전략 (DCWS)> 

• DoD <국방사이버보안인력관리 (DoDD 8140.01)> 

• 육, 해,  공군의 사이버 전문 병과/자격 체계와 커리어패스

국가-군 차원의 통합적, 유기적, 체계적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국가-군 차원의 통합적, 유기적, 체계적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軍 사이버 전문인력 관리체계 사례 (1)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교육/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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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사이버안보전략구조를통한공세적사이버작전및사이저무기개발을포함한군사이버
전문인력의명확한사이버임무식별(국방전략-사이버국방전략-사이버군사전략-군사이버인력전략)
체계적인사이버안보전략구조를통한공세적사이버작전및사이저무기개발을포함한군사이버
전문인력의명확한사이버임무식별(국방전략-사이버국방전략-사이버군사전략-군사이버인력전략)

국방부의 독자적 국방 사이버인력 개념 정의 및 국방 사이버인력 전략 수립,
국방 사이버전문인력 관리 정책 수립을 통한 명확한 군 사이버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국방부의 독자적 국방 사이버인력 개념 정의 및 국방 사이버인력 전략 수립,
국방 사이버전문인력 관리 정책 수립을 통한 명확한 군 사이버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군 사이버전문인력 직무분석에 기반한 명확한 인력관리 방법론과 프레임워크, 활용 도구 , 
표준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을 통해 각 조직의 인력관리와 교육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군 사이버전문인력 직무분석에 기반한 명확한 인력관리 방법론과 프레임워크, 활용 도구 , 
표준 교육 커리큘럼 등 개발을 통해 각 조직의 인력관리와 교육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군 정보보증인력 관리지침을 사이버작전을 포함한 종합적 사이버인력 관리지침으로 확대하고
사이버작전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의 새로운 요구와 임무 반영
군 정보보증인력 관리지침을 사이버작전을 포함한 종합적 사이버인력 관리지침으로 확대하고
사이버작전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의 새로운 요구와 임무 반영

군 사이버보안 전문 병과/특기를 두고 병과/특기 내 명확한 커리어패스 제시로
직무안전성과 전문성 확보 및 확대를 통한 국방사이버전력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
군 사이버보안 전문 병과/특기를 두고 병과/특기 내 명확한 커리어패스 제시로
직무안전성과 전문성 확보 및 확대를 통한 국방사이버전력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

국가 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국방부 표준 사이버인력 프레임워크 개발로
국방분야에 특화된 직무 식별 및 정책 일관성과 외부 민간교육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증대
국가 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국방부 표준 사이버인력 프레임워크 개발로
국방분야에 특화된 직무 식별 및 정책 일관성과 외부 민간교육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증대

명확한
임무 부여
명확한

임무 부여

인력관리
체계구축
인력관리
체계구축

인력관리
도구제공
인력관리
도구제공

사이버작전
임무포괄

사이버작전
임무포괄

병과/특기
설립

병과/특기
설립

사이버직무
체계 수립
사이버직무
체계 수립

軍 사이버 전문인력 관리 체계 사례 (2)

미국의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교육/관리체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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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관리 체계 사례 (3)

• 미 해군 인력 관리팀은 군 및 민간 인력의 관리와 IT 역량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사이버 및 IT 인력 전략 계획’(Cyber/IT Workforce Strategic Plan)을 발표함

• Goal 1 : 사이버영역의 작전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역량 제공

• Goal 2 : 역량 기반의 계획 및 관리 프로세스 개발

• Goal 3 : 자격을 갖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여 필수적인 기능을 지원

• Goal 4 :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증 인력(CS/IA WF)의 개발 및 관리

사이버 및 IT 인력 전략 계획의 목적

미해군의사이버작전관련병과교육체계

◀ 민간 인력에 요구되는
고급 IT 역량을 기술한
Competency Continuum

미 해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체계 – 군 인력 획득 및 내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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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사이버보안에 적용되어
보안 인력을 대체할 수 있어, 보안 인력들은 역량의 고도화가 필요함

해킹·보안 머신의 등장과 예상

 미 DARPA의 인공지능 해킹 · 보안 머신
경진대회 Cyber Grand Challenge에서
우승을 차지한 Mayhem은 DEFCON에서
14위에 그쳤으나, 8개의 문제 중 1개의
문제는 가장 빨리 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둠

 미국 보안회사 Webroot이 2017년 사이버
보안전문가 400명에 대한 조사 결과 88%가
자신의 회사에서 AI 기술을 이미 보안에 활
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보안관제 등 단순업무뿐만 아니라, 취약점
탐지와 모의해킹, 맞춤익스플로잇 제작 등
공격까지 가능할 수 있어, 보안 인력들은
역량을 고도화하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
머신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

사이버무기체계 사례 – 인공지능 사이버무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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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기체계 사례 – Shadow Brokers 해킹툴 공개 (2017)

2017년 1월, 유명 해커 그룹 Shadow Brokers는 잠적을 발표하면서
윈도우 PC를 해킹할 수 있는 해킹툴 58개를 무료로 공개하여 파장

Shadow Brokers 해킹툴 공개

 2016년 8월, Shadow Brokers라는 해커
조직은 NSA와 관련된 사이버첩보팀인
Equation Group을 해킹하여 이들의 해킹
도구를 입수했다고 발표

 Shadow Brokers는 해당 도구들을 일부
공개했으며, 이는 라우터와 방화벽 등
보안 툴을 해킹할 수 있는 도구로 알려짐

 2017년 1월, Shadow Brokers는 종적을
감추겠다고 선언하면서 58개의 윈도우
시스템 해킹툴을 무료로 공개하고, 750     
비트코인에 다른 시스템 해킹 툴을 판매함

 해당 프로그램들은 Kaspersky에 검출되지만, 
이를 분석·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전체적인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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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기체계 사례 – CIA ‘Vault 7’ 폭로 (2017)

2017년 3월, 위키리크스에서 미 중앙정보국의 해킹 활동 ‘Vault 7’을 폭로
했으며,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TV 등을 해킹해 정보를 수집한 것이 밝혀짐

CIA ‘Vault 7’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CIA의 해킹
프로젝트 ‘Vault 7’ 관련 8,761개의
문서와 파일 등을 폭로함

 2016년 말 기준, CIA 사이버 정보 센터
산하 해킹 부서에 등록 인원은 5,000명
이상으로 해킹 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무기화 된 멀웨어를 1,000개 이상 제작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MAC, 공유기, 
스마트TV, 스마트카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기들을 접근, 조작하기 위한
해킹툴을 제작

 [

 위키리크스는 해킹 툴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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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기체계 개발 조직

• 스노든과 위키리크스 폭로에 의해 미국이 사이버무기 개발은 물론 공세적 사이버작전과 정보수집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짐

• 공개된 미국 CIA, NSA 사이버작전 수행 조직도에 따르면 미국의 공세적 사이버작전 업무는 네트워크

작전은 물론 사이버무기 개발, 하드웨어 위변조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미국은 군과 정보기관에 사이버무기 개발에서 공급망 공격 등을 수행할
사이버무기 개발 팀을 두고 우수 인력들을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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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이버 무기개발과 국방 분야 사이버 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부
산하 DARPA의 정보혁신실(I2O)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중점 추진중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미국 DARPA 연구 프로그램

방호

체계

기술

예방

사용자 인증 능동 인증(Active Authentication) 

데이터 및 통신 보안 암호화 데이터 실행(PROCEED) 안전한 전장 통신(SAFER)

보안공학

(시스템 및 프로그램 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안전성 보증)

프로그램 자동분석(APAC) 보안 호스트 설계(CRASH)

고신뢰 사이버융합무기체계(HACMS) 클라우드 소스 정형기법 검증(CSFV)

군용 네트워크 프로토콜(MNP) 신뢰할 수 있는 집적회로 (TRUST)

보안 펌웨어 (VET)
군사용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Transformative Apps)

구현 정확성을 위한 소스 코드 분석 및 디버깅 기술(MUSE)

대비

위협 탐지
대규모 이상 탐지(ADAMS) 사이버 내부자 위협(CINDER)

동적 통신위협 대처 알고리즘(BLADE)

위협 모니터링

통합사이버분석시스템(ICAS) 임무기반 클라우드(MRC)

적용 가능한 레이더 대응조치(ARC) 정찰 카메라(Minds Eyes)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모니터링(SNM: Scalable Network Monitoring)

소셜 미디어 내 적국의 기만 작전을 식별하기 위한 탐지(SMISC)

대응 공격 대응 및 사이버 포렌식

사이버 게놈 프로그램
(Cyber Genome Program)

자동 실시간 추적 시스템(ARGUS-IR)

능동적 사이버 방호(ACD)

웜 공격에 대한 동적 검역 (DQW)

복구 시스템, 데이터, 통신 복구
안전한 전장 통신 (SAFER)

잡음과 왜곡에 강한 음성 신호처리 기술(RATS)

방호 관련

인프라 기술

사이버전장 프레임워크 및 시각화 기술 개발
플랜X (Plan X) X데이터(X Data)

통합사이버분석시스템 (ICAS) 군사 목적의 다국어 번역(MADCAT)

사이버훈련장 개발 및 운영
국가사이버훈련장

(National Cyber Range)
게임기반 교육 훈련 방법 연구

(ENGAGE)
군사작전에서 사용되는 전술용 현실 증강 시스템(ULTRA-VIS)

사이버무기체계/사이버안보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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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사이버 스파크’ 프로젝트를 통해 유닛8200과 대학, 글로벌
기업들을 협업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 사이버 R&D를 체계적으로 추진

사이버무기체계/사이버안보기술 연구개발 환경

이스라엘 Cyber Spark 개요

 이스라엘의 군 중심 IT R&D, 창업연계
프로젝트로, 사이버안보 연구 인력 5000
명이 모이는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함

 군·산·학·연 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군의
유닛8200, 벤구리온대학,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

 위치 : 베르셰바(탈아비브 남쪽 100km)

20만m², 6만평 규모의 부지

 목표 : 글로벌 기업 200여개 유치,

일자리 2만개 창출

 현황 : 록히드마틴, IBM, 오라클, EMC

등 다수 글로벌 기업 참여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