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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

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

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

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

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

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

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

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주제어：사이버테러, 사이버안보전략, 사이버안보정책, 전략기획, 비교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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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갈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금

융기관 등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IT(정보기술) 분야의 해킹은 어떻게 보면 개인 차원의 피해에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OT(운용기술) 영역의 해킹 피해는 차원을 달리하며,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의 운용시스템을 해킹해 발생하는 피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도 있다(보안뉴스, 2017. 02. 14).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 사

회이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행위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에 중대한 위

험을 초래한다. 특히 고도화된 정보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극단

주의 테러리스트의 사이버테러의 매력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계속해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는 물론 이와 관련된 정책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는 급변하는 환

경에서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전

략기획은 지속적인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그 틀이 응용되어 발전해 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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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이버안보차원에서의 

전략기획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사이버공간을 침해하는 다양한 사

건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사이버안보’라는 큰 틀에서 사이버안보관련 전략을 구축하

여, 시대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이버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는 법 ․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법(안)제

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이버테러에 관한 연구 또한 법제정과 이에 따른 대응체

계의 모색방안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

러 대응과 현실에 적합한 정책 마련의 개발 및 발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법제정과 제도정비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선

진국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책과 전략기획적 접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

탕으로 전략기획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기획에 대한 사례비교를 통하여 

주요 선진국의 사이버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본질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구성

된 틀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사이버안보관련 계획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이론적 논의로 사이버테러의 정의와 특징,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사이버테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테러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검토를 통

하여 국내 사이버테러의 연구영역의 한계 및 전략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테러의 전략적 접근은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고찰한 후 

그들의 사례를 전략기획의 이론적 틀에 맞추어서 국내와 비교분석 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사이버테러의 이론적 논의

1. 사이버테러의 개관

1) 사이버테러 정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학자 및 기관마다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 약

간씩 의견을 달리한다. 우선 시상상식사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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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 시키는 해킹, 바이

러스 제작 ․ 유포 등을 통해 행해지는 사이버테러, 과거나 현실 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 사이버범죄로 나눌 수 있다. 즉, 사

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 폭탄, 전자기적 침해 장비 등을 이용한 컴퓨

터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 공격 등을 일컫는다”고 하고 있으며,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정보화시대의 산물로,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군사, 행정, 

인적 자원 등 국가적인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정

의하며, 2005년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 · 테러집단이나 적성국 등이 해킹 ․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등 전자적 공격을 통

해 주요정보기반시설을 오동작 ․ 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사회혼란 및 국가안보

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학자별 정의를 살펴보면, 사이버테러는 사이버공간에서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여 사회적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문성, 2016; 164). 여기에서 사이버공간은 정보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은 영역

이라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개인, 기업,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수정하고 교환하는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환경

을 구성한다(김현정, 2016: 252).

한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267호) 제2조에서는 “해킹 ․ 컴퓨터

바이러스 ․ 논리폭탄 ․ 메일폭탄 ․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

망을 불법침입 ․ 교란 ․ 마비 ․ 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 ․ 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라

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철우 의원 등 122인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사

이버테러라는 용어대신 ‘사이버공격’이라 명명하며 “해킹 ․ 컴퓨터바이러스 ․ 서비스

방해 등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 ․ 교란 ․ 마비 ․ 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 ․ 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이버테러란 “해킹 ․ 컴퓨터바이러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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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네트워크나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가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정기석, 2012: 90-91).

2) 사이버테러의 특징

사이버공간에서 구성된 정보환경은 커뮤니케이션(예를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 인

터넷, 텔레컴 시스템)에서부터 주요 기반시설(예를 들어, 전기 통제, 전자적 전기 배

선, 국토방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를 구

성하는 물리적 환경과 맞물려 있다(윤해성 외, 2012: 39). 따라서 사이버테러의 위협

은 사이버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비교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실세계의 테러와 비교해서, 사이버테러는 시간과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고(윤해

성 외, 2012), 테러의 피해정도는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영향과 달리 예측을 

벗어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테러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대한 공격지점과 최대의 피

해가능성, 그리고 비가시적이다(최관 ․ 김민지, 2015; 7-8). 사이버테러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응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만으로도 정보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기술과 무기를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리스트는 특정

한 목표물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과 연계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간접

적으로 접속하여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지점이 광대하다. 또한 정보통신기

술, 인터넷, 네트워크 등 고도화된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는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 

한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마지막

으로 사이버테러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추상적인 공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테러행

위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가 유기물이 아닌 비가시적인 

특징이 있다.

3) 사이버테러 개념 및 유형 구분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테러와 일반 사이버범죄

로 구분하고 있다. 사이버테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해킹(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삭제 및 변경, 자료유출, 폭탄메일, 서비스거부공격)과 악성프로그램 전파 등이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종류에는 사기(통신, 게임), 불법복제(음란물, 프로그램), 불법

․ 유해사이트,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협박 ․ 공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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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한편 사이버테러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 즉, ‘사이버전쟁(cyber-warfare)’

혹은 ‘사이버범죄(cyber-crime)’ 등의 개념과 비교된다(윤해성외, 2012; 김연준 ․ 김

상진, 2016: 34). 개념의 구분은 사이버위협의 행위자, 공격동기, 대상, 규모, 그리

고 대응주체 등으로 분류될 때, 개념규정은 달리 접근할 수 있다(권오국 ․ 석재왕, 

2016: 190). 

구분 사이버전쟁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성격
국가행위자 또는 초국가적 

테러 네트워크
테러단체, 국가행위자

일반범죄자 혹은 개인이

나 소규모 조직

동기
국가 전략적 목표, 정치적 

목표
정치, 사회, 종교적 목표

금전적 이득, 단순 흥미, 

개인적 보복

대상
국가전체, 군사부문, 국가 

전략 기반 시설

사회의 불특정 다수, 주요 

국가기관 시설, 사회간접

자본 시설, 주요 민간기업

개인, 민간기업

규모 국가 전역
사회전체 혹은 사회의 불

특정 다수

개인이나 민간기업에 대

한 심각한 침해

대응주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전보

장회의, 국가안보실, 육·

해·공군 등 국가 최고전쟁 

수행 지도부

검·경, 중앙부서의 사이

버 테러 전담기구, 국가정

보원 등의 정보기관

검찰, 경찰 등의 일반 수

사기관

자료 : 권오국·석재왕 (2016), p.191

<표 1>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 사이버범죄의 유형분류 

2. 사이버테러의 동향

최근 IT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시대를 지나 스마트홈 시대가 왔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각 가정집에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사물인

터넷(IoT) 기기들이 자리잡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8). 이처럼 사물인터넷

기술 표준 노력이 이어지면서 통신 접속 기능이 탑재된 단말이 보편화되고 관련 서

비스도 대중화 단계에 임박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관련 사이버보안 강화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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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 및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이라 할 경우, 통신 기능과 함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

고 처리하는 기능이 탑재되는 사물인터넷 단말 및 시스템 역시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사물인터넷 수용이 이뤄지고 있는 단말들은 대체로 컴퓨팅 

기능이 단순하고 보안성도 취약한 경우가 많아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태이며, IT 

업계의 사물인터넷 보안에 대한 인식도 이제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준이라 뚜렷

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11).

이처럼 사이버테러라 볼 수 있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사이버테러

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보안용 웹카메라 벤더 트렌드

넷(TRENDnet)의 CCTV 제품 ‘시큐어뷰(SecureView)’가 보안 결함이 있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미국 보안업체 프루프포인트(Proofpoint)는 2013.12.23~2014.1.6 

기간에 세계 전역에서 기업 및 개인을 겨냥한 악성 스팸 메일이 총 75만 건 발송됐는

데, 이 중 25%가 TV, 냉장고 등 통신 기능이 탑재된 가전제품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혁신 분야로 꼽히는 자동주행자동차 역시 

스마트폰 등 자동차와 연결되는 다른 단말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자동차가 작동 오류를 일으켜 최악의 경우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IT 보안업체 리큐리티랩스(Recurity Labs)는 지난 2013년 해킹 실험을 통해 

독일 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에틀링겐(Ettlingen)의 전력 공급을 외부에서 무단으

로 차단할 수 있음을 입증해 사물인터넷 보안의 심각성을 주장하였으며, 2016년 4월 

독일 바이에른주 원자력 발전소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는 원전 

근무자가 USB를 사용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와 나탄즈 우라늄 농

축 시설 핵 개발용 원심분리기 즉 핵설비를 마비시키기 위하여 ‘스턱스넷(Stuxnet)’

이란 악성코드를 심은 사례도 있으며, 이로 인해 1년 동안 원전 가동이 중단됐으며, 

6만대 이상의 PC가 감염돼 폐기 처분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블랙에너지(BlackEnergy)라는 악성코드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전사태(140만 가구 정전)가 발생, 이 기간에 가스비가 3배로 치솟고 군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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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65%가 손실을 입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1월 일본 후쿠이현 몬주 원자력 발전소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닷새 동안 이메일과 작업 기록, 직원 개인 정보 등 4만여 개의 문서가 유출됐다. 

국내 역시 2014년 11월 SK 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격

이 발생해 각사의 통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DDoS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설치 단말(좀비 PC)은 기존의 PC나 스마트폰

이 아닌 가정용 무선공유기 및 통신 기능이 탑재된 냉장고나 세탁기 등 일반 가전제

품인 것으로 드러나 사물인터넷 단말의 보안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개인의 경

우를 뛰어넘은 국가기반시설이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지난 2014년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킹은 바로 북한의 소행이었던 것

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일주일 뒤 청와대와 외교부 · 통일부를 사칭해 ‘북핵과 관련한 의견을 개

진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수신자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면 악성코

드가 담긴 이메일을 다시 보내는 이른바 ‘투트랙 스피어피싱’ 방식을 썼다. 공격자는 

2015년 6월부터 약 7개월 간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18개 이메일 계정으로 759명에게 악성메일을 보냈다. 

직업이 확인된 악성메일 수신자는 460명이며 이중 북한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87%(404명)에 달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북한은 군 장성 등 우리 정부 

주요 인사 50여명의 스마트폰에 악성링크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가로챘다.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 수법에 20% 가까이 감염됐다. 해킹당한 정부 인사들은 주

로 외교안보 라인이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확인하여 

후속도발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016년 5월에는 국내 방산업체와 

무기 중개상들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을 사칭한 악성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치안

정책연구소, 2016: 164).

2016년 6월 북한으로 추정되는 공격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수준

의 공격을 장기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2016년 

1월 이후 지능형지속위협(APT) 수준의 대기업 대상 사이버공격, 청와대 등 국가기

관과 방송사 등을 사칭한 악성 메일 무더기 발송,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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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프로그램 코드서명 탈취와 해당 업체 전산망 해킹 등 그 수법과 대상이 

다양하다(치안정책연구소, 2016: 164-16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내 다수의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용 PC관리시

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두 그룹사 전산망을 해킹, 전산망 통제권과 문서를 탈취한 

후 전산망 마비 공격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간 동안 북한이 제작한 33종의 

악성코드를 확보해 분석하고, 16대의 공격서버를 확인했다. 피해그룹사의 문서를 탈

취한 후 삭제한 흔적을 발견해 유출된 문서 4만2608개를 복원했다. 유출된 문서는 

방위산업 관련정보 등 4만187건, 통신설비 등 관련자료 2421건이다. 이 과정에서 북

한 평양 류경동 소재 IP에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용 파일 탈취 등의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IP는 지난 2013년 ‘3.20 방송 · 금융 전산망 사이버테러’

때 사용했던 공격 IP와 동일하다(치안정책연구소, 2016: 165).

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그림 1> 북한의 사이버테러 단계별 절차

3. 선행연구 검토

국가안전보장정책에서 사이버 공간의 안보우선수위가 높아짐(김종호, 201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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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이버테러의 연구는 국내 사이버안보차원에서 법과 제도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 국내 현행 법령에서 ‘사이버테러’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된 적은 없고, 이와 

유사한 의미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 ‘사이버공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적 한계(조정은, 2016)와 용어의 한계를 제

시하였다. 국내에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은 ｢형법｣, ｢정보통신기반호

보법｣,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보법｣, ｢전자서명법｣ 등이 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은 사이버테러의 위기관리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정하는 기본지침을 제공

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각각 대응활동의 주체, 행위가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고, 

사이버테러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다의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다(곽병선, 2015: 20). 즉, 공공영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규범이 법률만이 아니

라 대통령 훈령이라는 점은 해당 규범의 효력 범위 등에서 태생적 한계와 동규정과 

타 법률 간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는 사이버

안보의 상위개념에서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

정하여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정용기, 2016: 206). 

사이버테러의 제도적 한계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대

응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관부처 간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구속력이 약하

며, 기술과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대응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신재

헌 · 김용현, 2016: 88-90). 국내의 국가사이버 안전관리체계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사

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분야의 사

이버안전은 국방부, 민간분야의 사이버 안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부처 간의 주도권 다툼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성용은 · 윤병훈, 2016: 14).

결과적으로 기존 사이버 테러 관련 논의와 연구는 법과 대응체계의 부재와 문제

점만을 제시하고 있고, 반면에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에서 사이버

테러 문제에 접근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윤민우, 20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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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와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사이버테러 정책은 사이버안보범위 내에서 수립된다. 사이버테러정책

이 사이버안보범위 내에서 수립되는 이유는 사이버테러가 주는 새로운 성격의 안보

위협은 정부, 군, 사법기관, 민간,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 전 부문의 포괄적이

고 통일된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윤민우, 2014 :113). 즉, 사이버안보에 위협을 

주는 사이버테러는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동일한 심각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합

적 대응전략이 요구된다(장노순 · 조성권, 2017: 1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테러의 예방과 대응의 분석을 위해 사이버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와 영국의 사이버정책을 사례로 채택하였다. 두 나라사이

의 사이버정책의 사례비교분석은 해석사례분석(Interpretative Case Studies)을 활용

하였다. 해석사례분석이란 기존의 단순사례분석의 정보나열식 기술에 머무르지 않

고 이론적 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해석사례분석은 기존의 산만

한 연구대상을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자료를 체계화한다(김웅진 · 김지희, 2000: 7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영국의 사이버안보정책에 대한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는지를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집’에 근거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비교분석

은 전략기획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3가지 사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1. 국내의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의 고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사이버안보관련 정책은 2013년 7월의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

대책’이다.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은 ‘3.20 사이버테러’ 및 ‘6.25 사이버공격’ 등

을 계기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16개 관

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은 ‘선진 사이버안보 강국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첫

째,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즉응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

기로 하였고, 실무총괄은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토록 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하였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대응기관이 사이버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대



184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51호(2017)

처할 수 있도록 동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요 사고에 대해서는 ‘민(民)

· 관(官) · 군(軍)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상호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관기관 스마트협력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하

고, 이를 토대로 민간 부문과의 정보제공 ·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사이버공간 보호대책 견고성 보강을 위해 2017년까지 집적정보통신시설

(IDC ; 데이터센터)1) ·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209개 수준에

서 400개로 확대하고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인터넷망과 분리 · 운영하는 한편, 전력

· 교통 등 테마별로 특화된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키로 하였다. 주요 민간 기업에 대해

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을 150개에서 50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점검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전반의 보안수준을 향상시

켜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사이버안보를 위한 창조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사업 확대 및 영재교육원 설립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17년

까지 사이버 전문 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암호, 인증, 인식, 

감시, 탐지 등 5대 기반 분야, 그리고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T/M2M), 클라우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회기반 등 5대 신성장 분야의 10대 정보보호 핵심기술 선정

과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은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지침이 되고,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의 고찰 

영국은 2009년 6월 최초로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였다. 사이버안보전략 수립 

전에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근거로 정보보호관련 사항을 규제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

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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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영국은 본 전략의 발표를 통해 사이버범죄의 인식제고와 민간 대응능력을 강화 

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영국의 사이버안보전략은 2015년까지 사이버공간에

서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사이버범죄감소 및 안전

한 사이버공간 구축, 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와 사이버상의 권익보호, 열린

· 역동적 · 안전적인 사이버공간 구현, 사이버보안 지식 · 기술 · 능력 구축 등의 4가지 

목표에 따라 세부 실행과제 57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이버안보전략의 세부과제

는 매년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목표별 진행현황도 발

표하였다(배병환 · 송은지, 2014 : 7-8).

최근 영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 위

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격을 받을 경우 신속히 회복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안심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비전

하에서 방어(Defend), 추적(Deter), 개발(Develop) 등의 3가지의 원칙과 목표를 제시

하였다. 

방어는 점점 더 진화해 가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부, 에너지 · 교통 등 핵심기

반 시설, 경제 분야 등을 방어하고, 자국의 네트워크, 데이터 등과 같은 시스템을 

보호하고 강력한 회복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추적은 사이버 공격자에 대한 영국정부의 감시, 수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범

법자를 추적하여 기소하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개발은 혁신적인 사이버안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2)

2) 외교부, http://gbr.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

D=15&boardid=13411&seqno=1261233&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

&pc=&dc=&wc=&lu=&vu=&iu=&du=(검색일 :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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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집행계획의 주요내용

방어(Defend)

∘ 사이버 방어 활동(Active Cyber Defence)

∘ 안전한 인터넷 환경 개발(Building a more secure Internet)

∘ 보안이 완벽한 정부 구축(Protecting Government)

∘ 보안이 완벽한 핵심기반 시설 구축(Protecting our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nd other priority sector)

∘ 시민과 기업의 사이버 안보의 태도변화(Changing public and business 

behaviors)

∘ 사이버 사고에 대한 관리와 위협에 대한 이해(Managing Incidents and 

understanding the threat) 

억제(Deter)

∘ 억제정책에 대한 사이버의 역할(Cyber’s role in deterrence)

∘ 사이버 범죄의 감소(Reducing cyber crime)

∘ 적대적인 외국 범죄자의 대응강화(Countering hostile foreign actor)

∘ 테러리즘 예방(Preventing terrorism)

∘ 선제적 사이버 역량 강화(Enhancing sovereign capabilities-offensive cyber)

∘ 암호능력의 역량강화(Enhancing sovereign capabilities-cryptography)

개발(Develop)

∘ 사이버안보 기술강화(Strengthening cyber security skill)

∘ 사이버안보 영역의 성장 동력 강화(Stimulating growth in the cyber security 

sector)

∘ 사이버안보의 과학 및 기술 장려(Promoting cyber security science and 

skill)

∘ 효과적인 사이버안보 관련 이슈탐지(Effective horizon scanning) 

출처 : HM Government, (2016)

<표 2> ｢국가사이버안보전략,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2016-2021)｣

의 세부집행계획 개요

3. 국내와 영국의 비교분석

1)분석틀 제시

(1) 전략기획의 이론적 논의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공공영역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내 · 외부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필수적이라는 인

식이 확산되었다. 공공영역은 행정영역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화요소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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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기본적으로 전략관리는 다양한 정책, 절차, 계획

의 집행 등을 통해 관리형태의 변화를 주는 과정으로 공공관리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Crow & Bozeman, 1988; 나태준 외, 2003: 2). 이러한 전략관

리의 대표적인 도구가 전략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박주혁 · 조성호, 2015: 157).

전략기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과 개념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Olsen과 Eadie(1982)는 전략기획을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활동의 성

격과 방향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Bryson(1998)

은 전략기획을 ‘조직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조직 활동 및 조직이 왜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 지 그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외부의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도록 

올바른 결정을 하고 적적한 조치를 하도록 돕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병기

· 김건위, 2006: 13 재인용). Steiner(1979)는 전략기획을 ‘기본적인 조직 목표, 목적, 

정책 등을 수립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전략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나태준 외, 2003: 11 재인용). 이와 같이 전략기획은 그 본

질과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략기획의 방향, 구축하는 접근방법이 달라

지기기 때문에(나태준 외, 2003: 11) 그 본질과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2) 전략기획의 분석틀

전략기획의 구성요소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그 틀은 매우 유사하나 세부적인 단계

에서 학자마다 달리 분류하고 있다. Allison과 Kaye(1997)는 준비단계, 비전 및 임무 

제시, 환경조사, 우선순위 결정, 전략계획 작성, 실행계획 수립, 모니터링과 평가 등

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Poister(2003)는 조직의 비전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중요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정의하고, 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전략계획과 운

영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도록 단계별 절차과정을 제시하였다. Bryson(1988)은 전

략기획 수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 법적 위임사항의 확인, 사명과 가치의 명확

화, 조직의 내 · 외부 평가, 전략적 쟁점 확인, 전략의 형성, 전략계획의 검토 및 채택, 

비전설정, 집행계획개발, 전략기획의 전반적인 평가 등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Liou(1998)는 전략기획을 5단계의 틀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직의 환경을 검토한

다. 둘째,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결정한다. 셋째,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을 분석한다. 넷째, 행동계획의 개발 및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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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운영계획을 개발하고, 전반적인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단계이

다. Lorange(1980)는 전략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가야될 방향 제시, 전략

적 목표와 비전 제시, 방법과 수단 등의 도구개발, 구체적인 집행과 운영계획, 평가

와 환류이다. 

이처럼 전략기획의 구성요소와 단계별 틀은 다양하나,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다

음과 같이 단순히 도식화할 수 있는데 바로 전략계획, 집행계획, 평가 및 환류로 유

형화 할 수 있다. 즉, 전략계획은 중장기 측면에서 임무와 전략목표를 어떻게 설정하

였는가에 대한 것과 조직이 가야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집행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으로 전략계획에서 수립된 임무와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가

에 대한 것이며, 임무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 등의 도구를 개발하는 

실천적 활동으로 운영 수단의 개발 및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가 및 환류는 

설정된 임무와 목표, 집행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략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며 평가와 환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전략계획

집행계획

평가 및 환류

∘ 비전 제시

∘ 전략 목표 및 임무설정

∘ 집행 수단의 개발 및 계획

∘ 목표 달성도 평가

∘ 환류

<전략기획 절차> <분석범위>

<그림 2> 전략기획의 분석틀

2) 비교 및 분석결과

전략기획의 분석틀에 준거하여 국내와 영국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전략계획, 집행

계획, 평가 및 환류 3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이전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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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외부환경과 이해관계자의 합의부분이다. 외부환경에 대한 고려와 사이버안

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수립관련 합의가 있느냐는 전략기획의 분석에 있

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사실 국내 사이버안보전략이라 말할 수 있는 ｢국가 사

이버안보 종합대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기술 및 공간변화와 같은 외부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이버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체계, 

유관기관 협조, 사이버공간 보호대책 견고성, 사이버안보 창조적 기반이라는 큰 틀

에서의 전략만을 제시하였지 왜 사이버안보가 현재 중요한지에 대해서나 전 세계적

으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그리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16개 관계부처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사

이버안보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립하였다고 했으나 각 부처별로 합의한 공조 

혹은 집행부분의 명확성이 떨어져 이해관계자의 합의 부분도 약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 영국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사이버공격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환경적 변화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통합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전략계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의 사이버안보정책은 1개의 포괄적인 목

표설정과 협소한 범위에서의 4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내의 사이버안보정책

은 선진 사이버 강국 실현을 위해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구축,  정보공유의 강화, 사

이버공간의 보호대책 및 견고성 보강,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육성 등 협소한 범위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목표설정과 4대전략은 중장기적으로 목표와 전략의 

연계성 부족은 물론 모호성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반면에 영국은 비전과 뚜렷한 목

표를 설정하였다. 영국은 1기의 사이버안보 전략으로서 사이버공간의 경제 및 사회

적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사이버범죄 감소,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 사

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 사이버상의 인권보호 등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

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2기의 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

간의 안전과 공격 이후 신속한 복원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세계 구축과 경제적 번영

의 비전을 기반으로 방어, 추적, 개발 등 3가지의 원칙과 각 각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16가지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집행계획 측면에서 보면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4대 전략만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4대 전략에 따라 각 부처별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지침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부처 간 혼재,  계획을 집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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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 개발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영국은 목표에 따라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임무와 역할에 따라 세부 실행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데 용이하다. 영국은 1기에 비전과 목표에 기반한 

57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고, 2기에는 명확한 원칙과 목표에 따라 세부 실행

과제의 실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평가와 환류 측면에서 국내는 각 부처별로 수립한 집행계획에 대한 목표달

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

다.  반면에 영국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목표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기 때문

에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고 그 달성도에 

따라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기의 영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세부 실행

과제는 매년 지속적인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목표별 진행현황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종합적으로 영국과 비교해서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전략적 접근측면에서 매

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외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부의 대응체계와 기반조성만을 강조하고 있고, 비전이나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수단 및 방법도 모호하여 

각 부처별 세부실행 계획 및 정부지침이 중복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평가

와 환류를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이를 수정 · 보완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전략계획 측면

국내 ∘ 1개의 목표설정과 4대 전략 제시

영국
∘ 1기 : 2009-2015년 중장기 비전과 4가지 목표 설정

∘ 2기 : 2016-2021년 중장기 비전과 3가지 원칙 제시

집행계획

측면

국내 ∘ 4대 전략에 대한 각 부처별 집행계획 수립 및 정책지침 마련

영국
∘ 1기 : 4가지 목표의 세부 실행과제 57개 제시

∘ 2기 : 14개의 세부 집행계획

평가 및 환류 

측면

국내 ∘ 각 부처별로 수립한 집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실적점검

영국
∘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목표별 

진행 현황 평가 및 관리

<표 3> 국내와 영국의 사이버안보전략의 비교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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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국내는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 정책 환경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이버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공

간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이버안보 정책

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내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사이버안보 정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은 영국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

부환경변화와 무관하게 내부적 변화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의 목표와 전략은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성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이와 더불어 각 유관기관 및 부처는 집행계획 수립 

시 부처 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할 때 중복되거나 혼재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은 목표와 전략, 실천계획의 연계성이 모호

하고 미흡하여 그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사

이버안보 정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향후 국내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의 정책방향은 전략기획에 

따라 외부환경 변화와 내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략계획측면에서 비전, 목표, 가

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임무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계획은 전략계획에 기반하

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환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고,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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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tegic Approach for Establishing Korea's 

Cyber Terrorism Policy : Focusing on the UK's 

cyber terrorism policy

Kim, Byung-Hwa

Recently, in South Korea, security management has been strengthened, but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ere the main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is hacked in the cyber space.

South Korea is equipped with sophistic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but is threatened by cyber terrorism of North Korea and 

terrorist organizations.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how to develop a policy and strategic plan for the 

country, which is related to domestic terrorism and lacks legal and regulatory facilities, 

and therefore, in this study, proposed suggestions for building adaptive and efficient 

policy formul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of the Strategic Plan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we compared the UK 's security strategy with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of the domestic government.

As a result, several problems were derived: First, the domestic security strateg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external environment. Secondly, lack of coordination with 

domestic cyber security goals setting and strategy is causing ambiguity and confusion. 

Third, the detailed plan of implementation of national security in each province is 

designed to ensur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mixed side effect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will arise.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imit to prepare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and return of domestic security policies in th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for the response of domestic cybe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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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et up a vision from long-term perspectives and concrete targets based on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security polic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assignment and 

formulate an efficient execution pla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improve the domestic safeguards in order to be able 

to complement the problems through evaluation and feedback.

Keywords: cyber terrorism, cyber space, cyber security, strategic approach, 

strategic planning, comparative case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