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 방안 

- 사이버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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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개념 

 미국의 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의 

US DoD Directive 8140.01  Cyberspace Workforce Management 

사이버공간 인력 (Cyberspace Workforce) 
 

미국과 국방부의 사이버공간 자원을 구축, 보호, 운영, 방호하는 인력으로 관련 정
보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혹은 
사이버공간으로 전력을 투영한다. 사이버공간 효과 인력, 사이버보안 인력, 사이
버공간 IT 인력, 그리고 일부 정보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출처 : DoD CIO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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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개념 

Cyberspace IT Workforce 

• IT, 네트워크 등을 설계·구현·구성·운영·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 
 

- IT 체계의 설계·구성·획득·구현·평가·파기와             

  정보의 관리, 저장, 전송 및 시각화 포함 
 

- 전산자원 투자 포트폴리오 작업도 포함  

Cyberspace Effect Workforce 

Cybersecurity Workforce 

Intelligence Workforce (Cyber) 

• 적절한 보안 통제 조치와 내부보안 조치    

등을 이행하여 지정된 데이터와 네트워크, 

네트워크 중심 자원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유지할 수 있는 인력    
 

- 사이버공간 역량 관련 모든 사이버보안  

  조치들에 대한 통합, 제어, 관리 등이 포함 

• 사이버공간을 방호하거나, 사이버공간을   

통한 전투력 투사를 목적으로 사이버역량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실행할 수 있는 인력 

• 해외 주체들의 사이버 프로그램, 의도, 역량, 

연구·개발, 작전 활동 등 다양한 정보를     

모든 출처로부터 수집·처리·분석 및 전파   

할 수 있은 인력 

 미국의 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의 

US DoD Directive 8140.01  Cyberspace Workfo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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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개념 

사이버 
작전 인력 

사이버 전문 인력 

정보통신 
인력 

사이버방호 
인력 

정보 인력 

사이버 
연구개발 

인력 
사이버 

작전 인력 

연구개발 
인력 

정보화 
인력 

사이버 인력 

교육·훈련  
인력 

법무 인력 

수사 인력 

軍 사이버 전문인력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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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책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 추진 개괄 : 사이버 전문인력 중심 

Obama 1st 

(2009~2012) 

Obama 2nd 

(2012~2016) 

Trump 

(201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  

(2010.03.) 

Cyberspace  
Policy Review 

(2009.05.) 

US CYBERCOM 
Launched 
(2009.06.) 

DoD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 

(2011.07.) 

National 

Level 

Defense 

/Military 

Level 

National Initiatives for 
Cybersecurity Education 

(2011.08.)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2014) 

DoD Directive 8140.01 
Cyberspace Workforce  

Management 
(2015.08.)  

The DoD  
Cyber Strategy 

(2015.04.) 

NIST SP 800-181 
Cybersecurity 

Workforce 
Framework 
(2017.08.) 

US CYBERCOM 
becomes Unified 

Combatant  
Command 
(2017.08.) 

DoD Cyberspace 
Workforce Strategy 

(2013.12.) 

DoD Cyber Operations 
Personnel Report 

(2011.04.)  

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Careers 
and Studies (2013) 

NICE  
Strategic Plan 

(2012.09.) 

Joint Cyberspace Training  
and Certification Standards 

(2011.10.) 

National Cybersecurity 
Workforce Framework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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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책 사례 (1) 

미국의 軍 사이버보안 인력 관리 전략과 정책  

•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략과 지침, 정책보고서

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출처 : 미국 Department of Defense 

DoD Cyberspace Workforce Strategy (2013) DoDD 8140.01: Cyberspace Workforce Management(2015) DoD Cyber Operations Personnel Report (2011)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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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책 

 미국의 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책 사례 (2) 

美 국방 사이버 전문인력 전략 (DoD Cyberspace Workforce Strategy; DCWS) 

• 미 국방부는 2013년 12월, 군 사이버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인력의 채용, 교육 및 유지

관련 내용들을 포함한 국방 사이버영역 인력 전략을 발표 

중점 전략 (Focus Area) 세부 내용 및 주요 요소 

 1. 국방부 차원의 일관적인 사이버 전문 인력 관리 정책 확립 

• 사이버 영역 업무의 역할 표준에 대한 국방 사이버 전문인력 프레임워크의 수립 

• 사이버 전문인력의 자격의 식별 및 추적을 위한 인력 관리 요구사항 수립 

• 사이버 영역의 역할 및 인력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수립 

 2. 국가 차원의 사이버영역 인력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DHS 및 연방 차원의 다차원적 접근 방식 채택  

• 자격 및 적성 평가 실시, 군사 및 민간 서비스 간의 인력 전환 기회 창출 

• 국방부만의 사이버영역 인력 기회에 대한 인식 개발 

 3. 기술 성숙도 평가에 중점을 둔 지속적 학습 체계의 제도화 

• 기관의 숙련도 측정 및 개발, 부서 차원의 교육 기회 식별 및 활용 

• 임원진, 부서장에 대한 사이버영역 훈련 요구사항 확대 

•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개별 및 집단 교육 제공 

 4. 자격을 갖춘 인력의 유지 

• 경력의 연속성과 의미 있는 도전을 제공, 역량 유지와 연계된 교육 기회 제공 

• 인세티브 제도를 통해 자격 있는 인력을 유지 

• 사이버영역 리더의 식별 및 보유 

 5. 사이버 위협에 대한 지식 확대 

• 국방부의 사이버 위협 지식 프로그램 연수 

• 잠재적인 사이버 영역의 문제에 대한 개별 보고를 위한 표준과 방법 확립 

• 사이버 위협 인식 테스트 및 평가 

 6. 위기 및 서지 요구사항 및 옵션의 이해 
• 사이버영역의 임무에 대한 예비군 및 방위군의 지원 분석 

• 국방부에서 민간 사이버전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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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책 사례 (3)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책 체계와 국방사이버인력 자격 요건 

• 미국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인력 전략과 각종 정책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사이버인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방사이버전문인력 자격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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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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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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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軍 사이버 전문인력 정책 사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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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 사이버/IT 인력 전략 계획 (Cyber/IT Workforce Strategic Plan) 

◀ 민간 인력에 요구되는  
    고급 IT 역량을 기술한  
    Competency Contin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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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미국 軍 사이버 전문 병과 체계 (1) 

미군의 사이버 전문 병과체계 현황  

• 미국은 사이버작전 주특기 운영을 통해 사이버공격·방어와 지원을 포함한 사이버작전 분야

의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며, 사이버전사를 양성하여 관련 부대에 배치하고 있음 

군별 특기부호 주특기 직무 계급 

공군 

(Air Force) 

3D0X2 사이버 시스템 작전 • 방어 체계 확립, 네트워크 운영 관리, 시스템 HW/SW 전략 계획 수행 Enlisted 

3D0X3 사이버 보증 • 컴퓨터 네트워크 및 통신 보안의 보장을 통한 국가 시스템의 안전 보증 Enlisted 

17X 사이버공간 작전 지휘관 • 정보통신, 무기, 인텔리전스 효율성 등을 책임지는 사이버공간 전문가 Officer 

육군 

(Army) 

17A 사이버 작전 지휘관 • 사이버공간 영역의 공세적, 방어적 작전을 계획, 지시, 통솔 Officer 

17C 사이버 작전 전문가 • 적군의 적대적 활동에 대해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사이버공간 작전 수행 Enlisted 

25D 사이버 네트워크 방어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 Officer 

35Q 암호 네트워크전 전문가 • 초기에 디지털 암호 분석을 통해 대상을 식별하고 작동 패턴을 확립 Enlisted 

해군 

(Navy) 

181X 암호전 지휘관 • 암호해독 및 암호 해독 응용프로그램을 관리,  정보취약점 연구 Officer 

182X 정보 전문가 • 정보시스템을 통한 해군의 지휘 통제 및 네트워크 시스템 계획, 획득, 보안, 운영 및 유지보수 Officer 

184X 사이버전 엔지니어 지휘관 • 네트워크와 전술적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며 정보 지배력을 높여 최고의 지식 개발 Officer 

해병대 

(Marine) 

0651 사이버 네트워크 운영자 • 여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계획 및 실행, 시스템 문제의 평가 및 해결 Enlisted 

0659 사이버 네트워크 시스템 책임자 • 안전성이 보장된 최적의 사이버통신 시스템을 유지 Enlisted 

0689 사이버보안 기술자 • 모든 정보시스템의 보안, 무결성 인증 및 기밀 유지를 담당 Enlisted 

2611 디지털 암호 네트워크 기술자 • 디지털 네트워크 수집 및 분석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모든 측면을 지원 En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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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미군의 사이버 전문 병과 체계와 교육 체계 (美 공군 사례)  

• 미국 공군은 특기별 경력 모델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고 보직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 사이버시스템 작전병(3D0X2), 사이버 보증병(3D0X3), 사이버공간 작전지휘관(17X) 운영 

군별 특기부호 주특기 교육 체계 계급 

공군 

(Air Force) 

3D0X2 

사이버 시스템 작전 

(Cyber Systems 

operations) 

• 최소 자격 : 고등학교 졸업 혹은 15학점을 이수한 GED 통과 

• 훈련 : 기초군사훈련(7.5주), 공군 주간(1주), 기술 교육(66일) 수료 필요 

• 사이버 시스템 요소에 대한 기본 지식 

• 사이버 시스템 운영 초기 기술과정 수료 

• 해당 교육 수료 시 정보시스템 기술에 대한  자격을 인정 

사병/부사관 

(Enlisted) 

3D0X3 
사이버 보증 

(Cyber Surety) 

• 최소 자격 : 고등학교 졸업 혹은 15학점을 이수한 GED 통과 

• 훈련 : 기초군사훈련(7.5주), 공군 주간(1주), 기술 교육(50일) 수료 필요 

•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 

• 해당 교육 수료 시 정보시스템 기술에 대한  자격을 인정 

사병/부사관 

(Enlisted) 

17X 
사이버공간 작전 지휘관 

(Cyber Operations Officer) 

• 최소 자격 : 컴퓨터 및 정보과학, 공학, 수학, 컴퓨터 과학,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기타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 전자이론, 정보기술, 암호화를 포함한 통신, 감시, 제어시스템, 취약성 평가 및 개발 기술 관련 지식 

• 훈련 : 장교 훈련 학교(9.5주) 

• 전문 분야에서 학부 사이버교육 및 업무 자격 교육 완료 

• 장교 훈련 학교(OTS), 공군 아카데미(AFA) 또는 공군 예비 장교 훈련(AFROTC) 수료 필요 

장교 

(Officer) 

 미국 軍 사이버 전문 병과 체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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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미군의 사이버 전문 병과 커리어패스와 직무/직급별 교육 체계 (공군) 

• 직업 분야 교육 및 훈련 계획 (Career Field Education and Training Plan) 

 미국 軍 사이버 전문 병과 커리어패스와 교육체계 (1)  

미 공군 3D0X2 사이버시스템작전병  커리어 패스  
 

 공군 전문인력 각 기술 레벨에서의 직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커리어패스를 제시 

 본 커리어패스 도표는 개인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요구사항을 ‘빌딩 

블록 접근법’으로 캡슐화하여 개발 

 해당 스펙트럼에는 교육 요구사항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포함됨 

 해당 전략은 교육의 중복을 줄이고 분산화된 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에 의해 개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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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od Arnold et al., "Professionalizaing the Army's Cyber Officer Force", 2013 

 미국 軍 사이버 전문 병과 커리어패스와 교육체계 (2)  

미군의 사이버 전문 병과 커리어패스와 직무/직급별 교육 체계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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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1) 

미국의 軍 사이버보안 인력 교육 및 자격체계 관련 정책  

• 미국 국방부는 DoDD 8570과 DoDD 8140을 통해 군의 사이버전문인력의 역량과 자격을 

인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기관들은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출처 : 미국 Department of Defense, SANS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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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2)  

美 사이버사령부 <Joint Cyberspace Training and Certification Standards> 

• 미 사이버사령부는 전문인력의 역량 유지강화를 위해 개인훈련과 집단훈련을 포함하는  

사이버전문인력의 훈련과 인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제시함 

출처 : USCYBERCOM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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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체계 (1)  

미국 NICE 국가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 개요 

• 미국 국가 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는 사이버 전문 직무를 7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국방분야에 특화된 카테고리로 Collect and Operate, Analyze 식별  

출처 : 미국 National Initiative of Cybersecurity Education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체계 



17 / 29 

 미국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체계 (2)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육성/관리체계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  구성 

•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는 사이버 분야 직무 분석을 통해 사이버 분야 

1,000여 개의 Task, 600여 개의 Knowledge, 300여 개의 Skill, 100여 개의 Ability를 식별함 

1007개의 Task 

630개의 Knowledge 

374개의 Skill 

176개의 Ability 

출처 : 미국 National Initiative of Cybersecurity Education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ny9PPqa7WAhWBxpQKHVbFDRcQjRwIBw&url=https://iapp.org/news/a/why-privacy-pros-should-check-out-nists-new-workforce-framework/&psig=AFQjCNGN-AuJMo68-xWSntRMT96sfI70cw&ust=150580985838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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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체계 (3)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 활용 방법 

•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는 세부 사이버 전문분야 수준별 요구 역량과  

자격요건을 제공하고 있음 

출처 : 미국 National Initiative of Cybersecurity Education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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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체계 (4)  

미국 국가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 활용 방법 

• 미국 국가 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는 Task, Knowledge, Skill, Ability를 통해  

    업무 역할(Work Role) 기술 포맷 제공을 통해 구인 시 요구 역량과 구직 시 보유역량을  

    명확히 제시하여 필요한 최적의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함 

출처 : 미국 National Initiative of Cybersecurity Education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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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체계 (1) 

미국 국방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DCWF) 개발 및 활용 방법 

• 미 국방부는 연방 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인 NCWF를 활용하여 군의 사이버전문인력  

직무분석에 기초한 별도의 국방사이버인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인력 관리에 활용 중임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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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체계 (2) 

국방 사이버영역 인력 프레임워크 (DoD Cyberspace Workforce Framework; DCWF) 

• 국방 사이버영역 인력 프레임워크는 사이버영역의 업무 역할에 따라 정렬된 기본 업무, 지식, 

기술, 능력 등 업무 역할이 기술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민간 및 학계의 국가 표준으로 사용됨  

 

 국방 사이버영역 인력 프레임워크(DCWF)는   
‘국가 사이버  보안 교육 계획’(NICE)와            
‘공동 사이버영역 교육 및 인증 표준’(JCT&CS) 
을 기반으로 함 

 사이버영역의 업무를 위한 표준 어휘 작성 

 향상된 정확성을 가지고 사이버영역의 인력을 
식별, 코드화, 추적 

 사이버영역의 업무 역할 분배를 위한             
자격 요구사항 개발 

 타겟화 된 인력모집 및 인력유지 전략개발 촉진 

 커리어패스의 개발 촉진 

국방 사이버영역 인력 프레임워크의 활용 국방 사이버영역 인력 프레임워크의 방법론 

 

 각 전문 영역에 맞는 

업무 역할을 식별 

 국방 정보시스템국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DISA)에   

역할 배치 검증 

Phase 0 
(역할 배치) 

Phase 1 
(영향 및 검증) 

 SME 패널을 통해 

작업 역할 명 및 

설명을 개발하고 

작업 및 KSA를 각  

업무역할에 배치 

 

 SME 패널의 권장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실무 그룹 회

의를 실시 

Phase 3 
(숙련도 분석) 

 국방부는 3단계 

기술 숙련도   

모델을 개발 
 

 기초단계

(Foundational) 

 숙련자 단계

(Journeyman) 

 마스터 단계 

(Mastery) 

Phase 2 
(중요도 분석) 

 국방부는 현재의 

핵심 업무 혹은    

선택 업무와 KSA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도 분석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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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체계 (3) 

미국 국방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DCWF)의 직무체계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 미국 국방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DCWF)는 국가사이버보안인력프레임워크(NCWF)의 용어

와 구조를 활용하여 역할에 대한 업무와 KSA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U.S. Department o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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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SA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 체계 (4)  

미국 국방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DCWF) 상의 Work Role 

출처 : NSA 

Category Specialty Area Work Role 

Securely 
Provision 

(SP) 

Risk Management (RSK) 

Authorizing Official/Designating 
Representative 

Security Control Assessor 

Software Developmnet (DEV) 
Soft Developer 

Secure Software Assessor 

System Architecture (ARC) 
Enterprise Architect 

Security Architect 

Technology R&D (TRD) Research & Development Specialist 

Systems Requirements Planning (SRP) Systems Requirements Planner 

Test and Evaluation (TST) System Testing and Evaluation Specialist 

System Development (SYS)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Developer 

Systems Developer 

Operate 
and 

Maintain 
(OM) 

Data Administration (DTA) 
Database Administrator 

Data Analyst 

Knowledge Management (KMG) Knowledge Manager 

Customer Service and Technical Support (STS) Technical Support Specialist 

Network Service (NET) Network Operations Specialist 

System Administration (ADM) System Administrator 

System Analysis (ANA) System Security Analyst 

Oversee 
and 

Govern 
(OV) 

Legal Advice and Advocacy (LGA) 

Cyber Legal Advisor 

Privacy Officer/Privacy Compliance 
Manager 

Training, Education, and Awareness (TEA) 
Cyber Instructional Curriculum Developer 

Cyber Instructor 

Cybersecurity Management  (MGT) 

Information System Security Manager 

Communications Security (COMSEC) 
Manager 

Strategic Planning and Policy (SPP) 
Cyber Workforce Developer and Manager 

Cyber Policy and Strategy Planner 

Executive Cyber Leadership (EXL) Executive Cyber Leadership 

Program/Project Management (PMA) and 
Acquisition 

Program Manager 

IT Project Manager 

Product Support Manager 

IT Investment/Portfolio Manager 

IT Program Auditor 

Category Specialty Area Work Role 

Protect and 
Defend 
(PR) 

Cyber Defense Analysis (CDA) Cyber Defense Analyst 

Cyber Defense Infrastructure Support 
(INF) 

Cyber Defense Infrastructure Support 
Specialist 

Incident Response (CIR) Cyber Defense Incident Responder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Management (VAM) 

Vulnerability Assessment Analyst 

Analyze 
(AN) 

Threat Analysis (TWA) Threat/Warning Analyst 

Exploitation Analysis (EXP) Exploitation Analyst 

All-Source Analysis (ASA) 
All-Source Analyst 

Mission Assessment Specialist 

Targets (TGT) 
Target Developer 

Target Network Analyst 

Language Analysis (LNG) Multi-Disciplined Language Analyst 

Collect and 
Operate 

(CO) 

Collection Operations (CLO) 
All Source-Collection Manager 

All Source-Collection Requirements Manager 

Cyber Operational Planning (OPL) 
Cyber Intel Planner 

Cyber Ops Planner 

Cyber Operations (OPS) 
Partner Integration Planner 

Cyber Operator 

Investigate 
(IN) 

Cyber Investigation (INV) Cyber Crime Investigator 

Digital Forensics (FOR) 

Law Enforcement/CounterIntelligence 
Forensics Analyst 

Cyber Defense Forensics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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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교육 체계 (1) 

국립 우수 학술 센터(National Center of Academic Excellence; CAE) 

• 국토안보부(DHS)와 국가안보국(NSA)는 산하 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인 CAE를 공동 후원함 

• 현재 44개 주, 200개 이상의 최상위 대학이 사이버 관련 학위 프로그램인 CAE로 지정 

• 정보보증(Information Assurance, IA)와  사이버국방(Cyber Defense, CD), 사이버작전

(Cyber Operations, CO) 직무 분야에서의 고등교육을 촉진하고 사이버 전문가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당 프로그램 졸업생은 사이버 국가안보 시스템, 민간 네트워크,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의 

정보 인프라 보호 전문가로 인정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CAE-2Y 
   Community College 및 전문학교 등 2년제 교육기관에서 정보보증 기초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됨 

CAE-CD 
CAE-CO 

   지역 공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수준의 DoD 학교에서 실시하는 4년제 학사 학위/대학원 교육 

CAE-R 
   대학원 이상을 대상으로 차세대 정보보증 프로그램 솔루션을 개발·연구하기 위한 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8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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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교육 체계 (2)  

미국 국가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와 교육과정(CAE) 연계 – Cyber Defense (CAE-CD) 

• 미국 NSA는 Cyber Defense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A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음  

출처 : NSA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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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교육 체계 (3)  

미국 국가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와 교육과정(CAE) 연계 – Cyber Operations (CAE-CO) 

• 미국 NSA는 Cyber Operations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A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음  

출처 : NSA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CAE-CO (Cyber Operation) 프로그램 개요 

 사이버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첩보/공격대응 초점) 

 학부와 대학원 과정 지원 

 학교 당 5년간 지원 

 현재 CMU 포함 14개 대학이 지정됨 (대학원 7, 학부 4, 대학원/학부 3) 

 

CAE-CO 지정 기준 
 교육 내용 (의무 과목 100%, 선택 과목 18개 중 10개 이상 제공) 

 사이버임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함 

 교육 프로그램 인가, 커리큘럼 검토 필수 

 사이버작전을 학제간 학문으로 취급 

 교수와 학생들이 사이버작전 관련 연구에 참여해야 함 

 지역/주/연방 사이버훈련에 참여 필수 

 사이버작전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자주 제공되고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함 

 최소 2명의 교수들이 실제 사이버작전 교육 진행 

 의무과목 :  
프로그래밍, S/W 역공학,  
운영체제, 네트워크, 모바일  
기술, 이산수학, 사이버방어  
개요, 보안기초, 보안취약성,  
사이버법률 등 10개 분야  

 선택과목 :  
PLL, FPGA, 무선보안, 가상화, 
분산시스템, 위험관리, 컴퓨터
아키텍처, 포렌식, 응용암호,  
소프트웨어보안분석, 임베디드
시스템, SCADA시스템, 공세적 
사이버작전, 하드웨어 역공학, 
HCI/Usable Security, 보안SW
개발, 시스템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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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 사이버 전문인력 직무-교육 체계 (4)  

미국 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와 CAE 교육과정 연계 

• 미국 NSA의 CAE-CD와 CAE-CO 교과 과목의 지식단위들은 NICE-NCWF의 Knowledge 

Unit와 연계되어 있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음 

출처 : NSA 

Knowledge Unit - Cyber Defense 

KU Definition: The intent of this Knowledge Unit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asic awareness of the options available to mitigate threats within a system. 

KU Topics: * Network mapping (enumeration and identification of network components) 
* Network security techniques and components 
   o Access controls, flow control, cryptography, firewalls, intrusion detection systems, etc. 
* Applications of Cryptography 
* Malicious activity detection / forms of attack 
* Appropriate Countermeasures 
* Trust relationships 
* Defense in Depth 
   o Layering of security mechanisms to achieve desired security 
* Patching 
   o OS and Application Updates 
* Vulnerability Scanning 
* Vulnerability Windows (0-day to patch availability) 

KU Outcomes: * Students will be able to describe potential system attacks and the actors that might perform them. 
* Students will be able to describe cyber defense tools, methods and components. 
* Students will be able to apply cyber defense methods to prepare a system to repel attacks. 
* Students will be able to describe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should a system compromise occur. 

NICE  
Competency 

KSA 

Computer  
Forensics 

Knowledge of data backup, types of backups (e.g., full, incremental), and recovery concepts and tools. 

Knowledge of server diagnostic tools and fault identification techniques. 

Skill in preserving evidence integrity according to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or national standards. 

Knowledge of investigative implications of hardware, operating systems, and network technologies. 

Knowledge of types and collection of persistent data. 

Knowledge of which system files (e.g., log files, registry files, configuration files) contain relevant information and 
where to find those system files. 

Skill in developing and executing technical training programs and curricula. 

Skill in identifying and extracting data of forensic interest in diverse media (i.e., media forensics). 

Skill in using forensic tool suites (e.g., EnCase, Sleuthkit, Forensic Tool Kit [FTK]). 

Knowledge of types of digital forensics data and how to recognize them. 

Knowledge of deployable forensics. 

Skill in conducting forensic analyses in multiple operating system environments (e.g., mobile device systems). 

Ability to decrypt digital data collections. 

Skill in identifying forensic footprints. 

Knowledge of data carving tools and techniques (e.g., Foremost). 

Knowledge of anti-forensics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TTPs). 

Knowledge of common forensic tool configuration and support applications (e.g., VMware, Wireshark). 

Skill in analyzing volatile data.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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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전문인력 관리체계  

미국의 軍 사이버 전문인력 관리 현황 분석의 시사점  

• 미국은 사이버 전문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과 엄밀한 방법론에 

근거한  직무 프레임워크, 교육훈련/인증 가이드라인, 편리한 지원도구 등을 개발하여 활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요 결과물 

미 
 
 
 
국
  

• 국가사이버전략-사이버국방전략-사이버군사전략-사이버인력전략 등 체계적
인 전략구조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군 사이버인력 식별 및 관리 용이 

• 국방부의 독자적인 사이버인력 전략 개발 및 명확한 사이버인력 정의 

• 직무분석에 기반한 명확한 인력관리 방법론과 프레임워크, 활용 도구 등을 
개발함으로써 각 조직의 인력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군 정보보증인력 관리지침을 사이버인력 관리지침으로 확대하여 변화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 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대상 병과를 두고 병과 내 명확한 커리어패스 제시 

• 연방정부 사이버보안프레임워크와 사이버보안인력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국방부 자체 사이버인력프레임워크 개발로 국방분야에 특화된 직무 식별 및 
정책일관성과 외부 민간교육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증대 

• 국방부 사이버전문 인력이 해야 할 Task와 갖춰야 할 Knowledge, Skill, 
Ability 등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좀 더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
고, 최적화된 내부 교육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 

• CAE-CD, CAE-CO 등 국방부 지원 교육과정에도 NICE 프레임워크와 군  
직무 분석에 따른 Task, Knowledge, Skill, Ability를 반영하여 교육효과 증대  

• NICE National Cyber Security 
Framework (NCSF) 

• NICE National Cybersecurity 
Workforce Framework (NCWF)  

• DoD Cyberspace Workforce 
Strategy  

• DoDD 8140: Cyberspace 
Workforce Management 

• USCYBERCOM <Joint 
Cyberspace Training and 
Certification Standards> 

• DoD Cyberspace Workforce 
Framework (DCWF) 

• National Center of Academic 
Excellence – Cyber Defense/ 
Cyber Operations 

결론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체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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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인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체계 마련 필요 

軍 사이버 전문인력 종합 관리체계 마련 시 고려사항  

• 미국의 체계화된 군 전문인력 정책과 관리 방법, 기타 선진 교육훈련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이버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현   황 개선 요구사항 

한
     
 
국
  

• 사이버안보전략-사이버국방전략-사이버군사전략 등  
구조화된 사이버국방 관련 전략 체계 부재 

• 군 사이버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불명확 

• 군 사이버 전문인력 병과 또는 특기 부재 

• 군 사이버 전문인력 전략 부재 및 관련 정책 부족 

• 국가 사이버전문인력 직무 프레임워크인 <국가직무능
력표준>에 군에 특화된 직무 부재 

• 군의 독자적인 직무 프레임워크 부재 

• 군 사이버 전문인력의 커리어 패스 부재 

• 군의 사이버전문인력의 직무 인증평가, 교육과 관련된  
지침이나 표준 부족 

• 군 사이버전문인력 대상 전면적인 직무분석 활동 부족 

• 군 지원 외부 교육과정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나 평가 기
준 부족 

• 군 내,외부 사이버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교과과정과 교재 부재 

• 사이버국방 관련 전략체계 정비 

• 군 사이버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 설정 

• 군 사이버 병과 또는 특기 마련 및 커리어패스 개발 

• 군 사이버 전문인력에 대한 전략 마련 

• 군 사이버 전문인력 관리지침 마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군 사이버전문인력  
업무 반영 노력 

• 군 사이버전문인력 대상 전면적 직무분석을 통한  
군의 독자적 사이버전문인력 직무 프레임워크 개발  

• 군 사이버전문인력 직무 인증평가와 교육 관련 지침 
및 표준 개발 

• 미국 CAE-CO, CAE-CD 학교 선발기준과 같은 외부 
교육과정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기준 마련 

• 군 사이버인력 직무 프레임워크와 <국가직무능력 표
준>을 활용한 군 내,외부 사이버 전문인력 교육 프로
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과정과 교재 개발 

결론 : 軍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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