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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advent of Cyber Warfare in modern conflicts, the rol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teach cyber skills and train future cyber experts is increasingly

important. A large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its regional

neighbors, have been pulling their weight on not only establishing cyber security

laws and policies, but also expanding budgets allocated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urn out cyber experts. Against this backdrop, we evaluate the cyber warfare

education in Korea Military Academy (KMA), educating future military leaders, by

analyzing the current curriculum on Cyber Warfare and assessing its educational

achievement through a surve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cyber education in KMA, which include the enrichment of

cyber-education contents, close coordination with military refresher program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cyber-related organizations at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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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정보기술 (IT)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군을 포함한 수

많은 분야에서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용자들에 의해 상대방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정보를 탈취 또는 변조하거나 나아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도 급속히 늘어

나고 있다. 한국도 2009년 7.7 DDoS 사건이나 2014년 발생한 한수원 해킹사건과 서울

메트로 해킹사건 등 많은 사이버 위협을 겪으면서 사이버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

아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5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우

리 정부 각 부처 중 정보보호 전담조직이 운용되는 곳의 비율이 2013년 47%에서 2014

년에는 61.5%로 증가했으며, 전체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의 비율 10% 이상

인 조직의 비율도 2013년 33.9%에서 2014년 51.4%로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사이버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정보보호 교육과

정을 개설 혹은 강화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사이버전을 대비하여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전쟁 교리를 수립하고 있다. 장차 군의 중추를 구성할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육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에게 사이버전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수행개념

을 교육하기 위해 2014년 2학기부터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은 컴퓨터 활용과 전쟁수행 개념 모두에 익숙하지 않은

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하

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년째 사이버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교육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생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사이버전 교육을 받은 2, 3학

년 생도들이 사이버전 교육을 받지 않은 1, 4학년 생도들에 비해 사이버전 위협사례

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사이버전 관련 문제해결 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전 중요성 인식과 사이버전 행동화 측면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크지 않아 현행의 사이버전 교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육군사관학교의 현 사이버전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전 교육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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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과 연계된 교육, 그리고 사이버전 관련 조직의 확대 등 3가지 측면에서 사이버전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사이버전의 개념 및 중요성과 사이

버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고, Ⅲ장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 (미국, 북한, 중국, 일본)의 사이버전력 역량 강화노력 및 사이버전 교육현황에 대

하여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설문조사

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한다. Ⅴ장에서는 Ⅳ장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육군사관

학교의 사이버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뒤 Ⅵ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사이버전의 개념, 중요성, 교육의 필요성

1. 사이버전 개념

정보기술 (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등장한 사이버 테러리즘과 사이버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3년 사이버전쟁 (cyberwar)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John Arquilla, 1993) 사이버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로소 활력을 띠

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미 국방성은

2010년 국방검토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이버공간을 육․해․공․우주에 이어 제5의

전쟁터로 추가하였고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영국도 같은 해 발표한 새

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국제 테러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하

였다 (Britain Parliament, 2010).

사이버전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관련 정책과 기술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

고 있고, 사이버전에 대한 정의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Jason Andress,

2014). 하지만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규정한 사이버전의 정의들을 비교해 보면 그 공

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이버전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

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군사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민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이버전의 정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국제 전략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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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는 사이버전을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

터 공격, 소프트웨어 공격, 물리적 공격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James A. Lewis, 2002). 또한 2010년 발간된 「Cyber Warfare」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Jason Andress 2014).

다음으로 군사분야에서 사용되는 사이버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미군의 합동참모

본부는 사이버전을 “사이버 수단만을 혹은 그 일부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무장 분쟁”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US Joint Chiefs of Staff, 2010), 미국 랜드 (Research ANd

Development, RAND) 연구소는 사이버전을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른 군사작전으로서

상대국의 정보·통신시스템을 파괴 또는 무력화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Janet

Napolitano, 2009). 또한 미국 다트머스 대학 보안기술연구소 (Institute for Security,

Technology and Society, ISTS)는 사이버전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나 네트워

크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작전부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Charles

Billoetal, 2004).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야전교범에서는 사이버전을 “컴퓨터에

의해 조성되는 가상현실의 세계 (Cyber Space)와 가상인간의 영역과 같이 인공지능

체계가 운용되는 공간에서의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육군본부, 2014).

이상의 정의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의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전

은 ‘사이버 무기’라고 정리할 수 있는 공격의 수단,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및 정보시스

템 (즉, 사이버 인프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공격의 대상, 그리고 군사작전의 의미가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전은 ‘사이

버 공간에서 사이버 공격 수단을 활용해 적국의 사이버 기반시설을 공격하고, 이에 대해

사이버 방어수단을 통해 방어하는 일련의 군사작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사이버전의 중요성

미국의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미국이 꼭 방어해야

할 핵심기반시설 (Critical Infrastructures)로 화학, 상거래 시설, 통신, 핵심 생산설비,

댐, 방위 산업 기반, 응급 서비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량 및 농업, 정부 시설, 의료

지원 및 공공의료, 정보기술 (IT), 핵 원자로/재료/폐기, 교통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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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6개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1). 이 분야들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평시에

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전시에는 군의 전쟁수행체

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핵심기반시설로 선정되었다.

핵심기반시설은 높은 중요도만큼 공격의 목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

는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과거에는 스파

이를 통한 기밀의 유출이나 물리적 폭탄 테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

는 2010년 밝혀진 스턱스넷 (Stuxnet)이나 최근에 발견된 서울 메트로 해킹 사건 등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러한 공격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공격자들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하여 중

요한 기술이나 기밀을 유출하고, 댐이나 원자로 등에 대한 공격으로 인명 피해를 야

기하며, 통신과 교통 등의 마비를 통해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는 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군의 전쟁수행체계를 마비시키고자 할 것이다 (Richard A. Clarke, 2010).

사이버 공격은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민간영역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군사영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군을 비롯

한 우리 군은 물리적 전장 공간인 육․해․공의 3차원 공간에 더해 우주와 사이버공

간까지 전장 공간에 포함하였다 (합동참모본부, 2014). 이러한 추세는 비단 미국이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 전장2)’ 하에서 네트워크 중심전 (Network

Centric Warfare)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개별 전투원과 부대가 보유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및 방호, 즉 사

이버전이 전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3. 사이버전 교육의 필요성

국가가 사이버공간으로 전장의 영역을 확대하여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해 자산을 갖추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보안 관

련 연구와 교육이 국가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과 유기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

1) NACCH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ctor Risk Snapshots Released", 2014.5.20

2) 참여하는 모든 전투원, 부대, 플랫폼들이 물리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으나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정
보공유’ 하에서 빠른 템포 (tempo)로 전쟁을 수행하는 전장 (권태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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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an Kallberg, 2012). 사실 기존의 사이버보

안 연구와 교육이 주로 컴퓨터 포렌식스 (computer forensic)와 네트워크 보안 등 학

교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져왔다. 하지만 많은 국

가들에서 안보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 및 기술,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이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사이버전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은 학생들

의 관련 지식과 잠재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

록 교육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사이버보안 연구들은 컴퓨터

과학이나 전자공학 분야의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 이론, 교육학, 국제법, 국제관계, 사

회과학 등과 같은 분야까지 아우르게 될 것이다 (Jan Kallberg, 2012).

Ⅲ. 세계 각국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노력 및 교육현황

사이버전의 중용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이버전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이버전 교육체계는 아직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이버전 교육 체

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강대국들의 경우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적인 교육체계나 교육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3).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대한민국 및 주변국들의 사이버전력 역

랑 강화노력 및 교육현황에 대해 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가. 사이버전 역량 강화노력

세계 패권 국가로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사이버 안보에 관심을 가진 미국은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집중한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대 사이버국방학과에서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
에 대해서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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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이버전력에 대한 투자는 사이버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제에서부터 출

발하였다. 미국은 1987년 제정된 컴퓨터 보안법 (정완, 2013)을 시작으로, 카네기멜론

대학 내에 정보보호와 보안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인 ‘침해사고 대응 조정센터’를 설치

하였으며, 1991년에 걸프전쟁을 치르면서 사이버공간 방호를 국가전략의 하나로 삼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핵심기반시설 보호의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되면서 국토안보부 (DHS)를 신설하고,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을 중심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9년 시작된 오바마 정

부에서는 사이버보안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았고, 5월에는 단기과제 10개와 중기과제

14개를 포함한 ‘사이버공간 정책 리뷰 (Cyberspace Policy Review)’를 발표하였다

(The White House, 2009). 같은 해 미군은 전략사령부 예하에 4성 장군급 부대로 사

이버사령부를 창설하였는데 사령관을 국가안보국장이 겸직하게 하여 조직이 빠른 속

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2011년 12월에 미 정부는 사이버 시스템에 대

한 공격을 무력화하는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 (Trustworthy Cyberspace: Strategic Plan for the Federal Cyber Security R&D

Program)’을 수립해 제시하였다 (The White House, 2011). 2015년 들어서는 연방 정

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총괄 감독하고 대응하는 'E-Govern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조직을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에 설립하고 (The White

House, 2015), 사이버 안보 정상회의에서 ‘민관 정보공유 활성화 행정명령 (Promoting

Private Sector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EXECUTIVE ORDER)’을 발표하

는 등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5), 미국은 사이버전력을 더욱 강화하

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나. 사이버전 교육현황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를 통해 2010년 4월, ‘국가 사이버보안

교육 이니셔티브 (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 NICE)’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사이버보안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NICE, 2011). NICE는 국가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인력양성 부분을 분리시켜 역량을 더욱 집중시

키려는 의도 하에 국민의 사이버보안 의식제고 (Awareness),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

교육 도입 (Education), 연방 사이버보안 인력 구조 구축 (Federal Workfor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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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이버보안 인력 훈련 및 전문화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등 세부

분야에 대한 사이버보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NICE의 주도하에 체계

적인 사이버 교육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교육 및 인력 개발은 국가안보국

(NSA), 국방부 (DoD), 국토안보부 (DHS), 그리고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가 면

밀하게 협조해 진행하고 있다.

미 육군사관학교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USMA)는 NICE가 발족되기

전인 1985년부터 교내에 사이버 연구센터 (Cyber Research Center, CRC)를 창설하여

꾸준히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왔다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2015.). 특히

2001년 이래로 매년 미 5개 사관학교들의 생도를 대상으로 사이버 방어 훈련 (Cyber

Defense eXercise, CDX)을 진행하여 생도들이 실전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을 더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Schepens,

2002 / Thomas, 2006).

2. 북한

가. 사이버전 역량 강화노력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폐쇄 정책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직·간접 정보를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열악한 환

경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강한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게 된 이유는 북한이 사이버

전력을 핵 및 게릴라전과 더불어 인민군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삼음과 동시에 최후의

승자를 가름할 결정적 작전 요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인, 2014). 실제로 북

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킹을 위한 기술을 도입 및 분석하여 자체기술을 개발해 왔

으며,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기술 숙련도를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사이버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2009년 7·7 DDoS 공격부터 2014년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공격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사이버 공격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종인, 2014). 또한 지금까지 알

려진 인민군의 작전기조 및 경험적으로 드러난 북한군의 사이버전력을 통해 유추해볼

때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사이버전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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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전 교육현황

북한의 사이버전 교육과 관련해서 브라운은 북한의 해커 교육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Brown, 2004).

컴퓨터 영재 반에서는 10세 때부터 6년간 매년 500시간이 넘는 해킹

집중교육을 받는다. 이런 중등 교육 단계의 해킹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

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은 이미 체계적인 해커 양성과정을 갖추고 있으

며, 고등 교육 기관인 미림대학에서는 바이러스 개발 및 네트워크 침투

교육훈련을 받는다.

이와 같이 북한은 80년대부터 사이버전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종인,

2014).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모란봉대학, 김일 지휘자동화대학 (舊 미

림대학)에서 기술 전문 장교를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김일 지

휘자동화대학에서는 북한의 최고 영재들 중에서 선발된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전사들에게 임무가 부여되면 그에 적합

한 부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하태경, 2013), 더 나아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중국 및

인도 등지로 유학이나 연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effrey Carr, 2012).

특히 북한은 2012년 이란과 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합동연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이버 전사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HP Security Research, 2014).

3. 중국

가. 사이버전 역량 강화노력

중국은 1995년부터 정보전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1997년

에 다른 국가들의 지휘통제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한 사이버전 부대인 넷포스

(Netforce)를 창설하였다 (Desmond Ball, 2011). 이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중국과학

원 산하에 反해커부대를, 2003년에는 전자전부대를 창설하였고 (IISS, 2009), 2010년에

후진타오 주석의 지시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군에 전략정보를 지원

하는 부대인 사이버 블루 팀을 창설하였다. 후진타오의 뒤를 이은 시진핑 주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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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이버 안보 및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사이버 안전 및 정보화 소조를

창설하여 (구자선, 2014) 사이버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약 100만여

명의 사이버 예비군이라고 알려진 홍커 (紅客)는 국익에 위배되는 세력에 대해 대규

모의 사이버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신호

및 국방정보를 총괄하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

문에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서방 나라들과는 달리 군 중심으로 사이버전 조

직이 발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인수, 2015).

나. 사이버전 교육현황

중국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신식공정대학 (People's Liberation Army Information

Engineering University, PLAIEU)을 설립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사이버전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장교를 육성하는 기관인 중국 인민해방군 이공

대학 (중국 인민해방국 이공대학, 2015)과 별개로 설립된 중국 인민해방군 신식공정대학

(PLAIEU)은 사이버전과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에 대한 훈련·계획·실행을 위한 군사대학

이라 볼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신식공정대학 (PLAIEU)은 800명의 전임 교수와 고급

엔지니어, 100명의 객원 교수가 55개의 대학원 학위 과정 교육을 통해 우수한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공산

당은 일반 대학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이버전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

함으로써 사이버전 연구와 교육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Bryan Krekel, 2012).

4. 일본

가. 사이버전 역량 강화노력

일본은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2005년 기존의 정보보안 대책 추진실을 확대 개편해 정

부의 정보보호 및 사이버전을 위한 노력을 조정 및 총괄하는 국가정보보호센터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Center, NISC)와 정보보호정책위원회 (Information

Security Policy Council, ISPC)를 설립하였다 (James A. Lewis, 2015). 2011년 9월에

미쯔비시 중공업을 비롯하여 여러 회사에서 중요 기밀이 탈취되는 사건을 겪은 이후

일본은 사이버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다. 경찰청은 사이버 방어를 전담

하는 사이버 포스 센터 (Cyber Force Center)를 만들었고 (AFP, 2013), 자치성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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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성은 공동으로 NICT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JPCERT/CC, Telecom-ISAC Japan (Telecom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Japan), IPA (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등 네 조직

과의 협조 하에 사이버 공격 분석 위원회 (Cyber Attack Analysis Council)를 만들었

다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2012). 2014년에는 방위대신 직

할부대로 사이버 방위대를 창설해 군의 사이버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고, 같은 해 11월

국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사이버보안 기본법을 수립하였으며 (The

Government of Japan, 2014), 2015년 9월에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전 준비 전략을 담은

사이버보안 전략 (Cyber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며 사이버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he Government of Japan, 2015).

나. 사이버전 교육현황

일본은 2003년부터 고등학교 필수 이수과목으로 정보과를 설치하였고, 2004년부터

는 22세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안 캠프’를 개최해 수준 높은 보안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2008년도부터는 중학교에서도 정보보안교육내용을 포함시켜 정보통신 기술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기 인재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

고 판단한 일본은 2011년 7월 중장기적 ‘정보보안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2014). 이후 꾸준히 인재 발굴 및 교육 정책을 보완 및

발전시켜온 일본은 2015년 사이버보안 전략에서 사이버보안 인력 확보를 위한 5가지

전략4)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역시 산 ·학 ·관 분야가 연계하여 우수한 정보보

안 인재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5. 대한민국

가. 사이버전 역량 강화노력

대한민국은 빠른 정보기술 기반시설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구축

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1996년에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설립

하였고, 2000년에는 국가적 보안기술표준 제정을 위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를

4) 일본이 발표한 5가지 전략은 (1)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초·중등 사이버보안교육 확대, (3) 세계적 수준의 인재 발굴 및 획득, (4)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장기적 경력 관리 시스템 개발, (5) 조직 차원의 사이버전 역량 증폭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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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였다. 2001년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에는 국가정보원

예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였다. 2009년 7.7 DDoS 침해사고 이후 한국정보

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로 통합해 민간의 정보보호체계를 일원화하였고,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수립하

였으며, 2013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민·관·군의

합동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하였다 (국가정보원, 2015). 한편 군에서는 2010년 사

이버사령부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설립하였다가, 2011년에는 국방부 직속으로 승격

시켰고, 2015년에는 사이버전이 군 작전 영역임을 인식하여 현재는 합동참모본부로

작전 통제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사이버전 교육현황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8개 전문대학과 36개 종합대학에서 정보보호

학과를 개설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국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미래

국가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방부는 고려대와 협력해 2012

년부터 고대 사이버국방학과 설립해 연 30명 수준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있

다5).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최정예 사이버보안 인력

(K-Shield) 양성 사업, 차세대 보안리더 (BoB)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정보

보호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대

한민국 화이트햇 콘테스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해킹방어대회

(Hacking Defence CONtest, HDCON)와 국내 최초 국제 해킹방어대회인 코드게

이트 (Codegate) 등의 해킹방어대회를 통하여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Ⅳ.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현황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사이버전력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대한민국도 정부를 중심으

로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6). 특히 대한민국

5) 고대 사이버국방학과는 2016년 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고대신보, 2016).

6)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BSA)에서 보안전문 컨설팅 기관인 갈렉시아 (Galexia)와 함께 아태지역 10개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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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버전 교육은 아직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이고, 다른 국가들의 전면적인 사이

버전 교육 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비교하면 투자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한국군의 경우에도

사이버전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민·관·군의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작전을 유연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력강화와 인력양성 측면 모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이버전 인력양성 및 교육현황 하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도출한다.

1.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 개요

육군사관학교는 장차 우리 군을 이끌어갈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요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육군사관학교에서

장차 우리군의 사이버전 수행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관을 양성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

겠다. 하지만 현재의 육군사관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수준 높은 사이

버전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

육의 목표는 사이버전 마인드를 가지고 사이버전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장교를 양

성하는데 두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현재의 군 인력수급체계를 고려할 때 사이버전 전문기술 인력은 기술특기 간부의

선발을 통해 일부 확보가 가능하며, 2016년부터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

이 군의 실무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사이버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보충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

술전문 인력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군의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판단 하에 육군사관학교 컴퓨터과학과는 장차 육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사관생도들에게 사이버전의 중요성과 기본적 수행개념 교육해 장차 사이버전

을 수행함에 있어 사이버전 전문기술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2015년 “APAC 사이버보안 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
말레이시와등과함께 국가적인사이버보안전략이미비한 5개 국가 중하나에포함되었다. 뿐만아니라사이
버보안을위한민·관상호협조가아직부족한국가로도꼽혔으며,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와함께어린나이
부터사이버보안에대한인식과지식을길러주기위한교육전략이미비한것으로분석되었다 (BS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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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자 2014년부터 전 2학년생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개설

해 교육하고 있다. 현재까지 2년에 걸친 「사이버전 개론」 교육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사이버전 교육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이버전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관련 주요 교육내용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본격적인 사이버전 교육에 앞서 정보기술 (IT) 전반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두 과목을 선

수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사관생도들은 1학년 때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

습」 과목을 통해 정보기술 (IT)의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컴퓨터의 군사적 활

용능력을 배양한다 (육, 해, 공군사관학교 컴퓨터과학교수 공저, 2012). 또한 2학년 1학

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원리 및 실행절차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배양한다 (육, 해, 공군사관

학교 컴퓨터과학교수공저, 2013). 이후 2학년 2학기 「사이버전 개론 과목」은 (1) 사이

버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전 수행에 대한 기본능력을 구비하고, (2) 사

이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이버전 소프트웨어 활용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육,해,공,육군3사관학교 컴퓨터과학교수, 2013).

가.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

컴퓨터와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과학의 핵심 개념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 과목에서 컴퓨터에 대한 기초이론과 사무자동화 (Office Automation, OA)에

대해 배움으로써 기초적인 정보화업무 능력을 구비한다. 이를 통해 생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본소양을 갖추게 된다. 육군

사관학교의 한 학기 교육은 16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1학년 2학기 때 실시하는 육·해·공

군 사관학교 통합교육으로 한 학기를 3주기 (1∼6주, 7∼12주, 13∼17주)로 나누어 각

학교를 이동하며 수업을 받으면서 1학년 2학기는 17주 수업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 2

학기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 과목의 주요 교육내용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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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 수업진도표 (2015년 2학기)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학년이 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된다. 이 과목에서 기초적인 코딩을 배우

고 이를 통해 직접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해봄으로써 생도들은 논리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국방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제작 원리

를 이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 배우는

「사이버전 개론」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015년도 1학기 「컴퓨터 프로

그래밍」 과목의 주요 교육내용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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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진도표 (2015년 1학기)

다. 「사이버전 개론」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은 4가지,

실습은 3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다7). 사이버전은 정보보안이

군사작전과 접목된 과목이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보안은 컴퓨터과학 전공의

심화 과목이기 때문에 비전공자인 모든 생도들이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

로 수준 높은 실습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에

서는 ‘정보보안과 사이버전’과 ‘군 작전으로서의 사이버전’ 범주의 수업 내용을 통해

7) 「사이버전 개론」의 이론 및 실습 구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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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들이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위협 및 방어기법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수행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2015년 2학기에 교육

한 「사이버전 개론」 과목의 수업진도표는 <그림 3>과 같다8).

이론 수업 범주 (4) 세부 내용

정보보안과 사이버전

· 정보보안의 개념

· 네트워크 기초 이론

· 사이버전의 개념

· 사이버전 기술 발전 동향

군 작전으로서의 사이버전

· 주요국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 사이버전 사례

· 지휘통제체계

· 네트워크 중심전과 네트워크 작전

사이버전 위협
· 사이버전 위협 개념 및 절차

· 사이버전 위협 기법

사이버전 방어
· 위협 단계별 방어 대책

· 사이버전 방어 기법

실습수업 범주 (3) 세부 내용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

· 패스워드 크래킹

· 네트워크 포트 스캐닝

· 네트워크 패킷 감시

암호
· 대칭키 / 공개키 / 하이브리드 암호

· 전자서명

윈도우 포렌식
· 이벤트 로그 분석

· 포렌식 도구를 활용한 사고 조사

<표 1> 「사이버전 개론」의 범주별 교육내용

8) 실습수업 내용 옆의 괄호 안의 내용은 실습수업 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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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이버전 개론」 수업진도표 (2015년 2학기)

3.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의 효과분석

2014년부터 2년간 2학년 생도들에게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교육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학년부터 4학년 생도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879명 (1학년 201명,

2학년 225명, 3학년 249명, 4학년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0%

미만의 문항에 대해 응답한 불성실 응답자 1학년 6명, 2학년 4명, 3학년 2명, 4학

년 4명을 제외한 863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설문 조사 시점에서 1학년은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을 수강했거나 수강 중이었고, 2학년 생도들은 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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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목 (「컴퓨터과학 개론 및 실습」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강 후 「사이

버전 개론」 2주차 교육 중이었다. 또한 3학년 생도들은 두 선행과목과 「사이버

전 개론」을 이미 수강하였으나, 4학년 생도들은 교과과정이 다른 관계로 「사이

버전 개론」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

가. 설문 문항의 구성

육군사관생도들의 사이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및 기초적인 수행능력을 측

정하기 위해 우리는 (1) 사이버전 중요성 인식, (2) 사이버전 행동화 정도, (3) 사

이버전 위협사례 인식, (4) 사이버전 문제해결 능력 등의 4개 범주로 나누어 범주

별 10개의 설문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각 설문문항은 5점 척도로 “1. 전

혀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긍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낮을수

록 해당 문항에 대한 인식 및 행동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부정적 항목

은 <표 2>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세부 설문문항의

내용은 <붙임 #1>과 같다.

나. 설문결과

설문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4개 학년을 개별 집단으로 하여

단순 변량 분석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서 볼 수 있다9). <표

2>의 결과를 가지고 학년별 사이버전에 대한 인식 및 행동화 정도의 차이를 보면, 통

계적으로 유의할 때, 현재 「사이버전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이 조금 더 우수

한 일부 경우 외에는 대부분 3학년 생도가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를 세부 영역

별로 나누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전 중요성 인식

사이버전의 중요성 인식도를 평가하는 설문 항목 10개 중, p값이 0.1 이하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는 총 5개 항목이었는데, 이 중 2개에서는 현재 「사이버전 개론」 수

업을 수강 중인 2학년이 가장 우수하였고, 1개는 3학년이, 1개는 4학년이, 나머지 1개는

9) <표 2>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문 항목에 대해 가장 우수한 학년의 값을 진하게, 두 번째로
우수한 학년의 값을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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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문항
응답 점수 평균(학년)

f 관찰값 p 값
1 2 3 4

사이버전
중요성
인식

1 3.71 4.16 4.4 4.15 29.232 5.3E-18***

2 4.69 4.77 4.75 4.70 0.965 0.408
3 3.51 3.40 3.41 3.58 1.272 0.283
4 3 2.87 2.79 2.80 1.930 0.123
5 3.46 3.40 3.13 3.05 8.959 7.6E-06***

6 4.26 4.35 4.25 4.16 1.965 0.118
7 4.43 4.45 4.4 4.31 1.461 0.224
8 4.56 4.63 4.52 4.37 5.139 0.002**

9 3.23 2.95 2.90 2.90 4.505 0.004**

10 3.01 3.24 3.07 2.99 2.324 0.074*

사이버전
행동화
정도

11 2.39 2.63 2.61 2.46 2.197 0.087*

12 3.87 3.84 3.79 3.88 0.406 0.748
13 3.73 3.79 3.68 3.79 0.522 0.668
14 4 4.13 3.93 4.01 1.349 0.257
15 2.86 3.11 2.93 2.93 1.534 0.204
16 3.78 3.81 3.83 3.80 0.106 0.957
17 3.90 4.26 4.31 4.15 5.073 0.002**

18 3.78 3.81 3.78 3.80 0.054 0.983
19 3.29 3.25 3.22 3.31 0.212 0.888
20 2.19 2.14 2.41 2.38 2.469 0.061*

사이버전
위협사례
인식

21 3.27 4.13 4.28 3.94 39.438 7.1E-24***

22 3.39 4.20 4.51 3.72 45.292 3.6E-27***

23 2.04 3.10 4.25 2.55 141.106 3.1E-74***

24 1.88 2.73 3.98 3.47 113.554 6.3E-62***

25 2.04 2.80 4.04 2.74 101.832 2.3E-56***

26 3.03 3.91 3.78 2.93 34.931 2.7E-21***

27 2.12 3.31 4.15 2.49 118.845 2.4E-64***

28 2.16 3.34 4.12 3.21 82.048 1.2E-46***

29 2.92 4.14 4.47 3.95 73.588 2.4E-42***

30 2.05 2.76 4.40 2.43 168.637 7.9E-86***

사이버전
문제해결
능력

31 1.98 2.51 3.35 2.54 46.320 9.6E-28***

32 3.60 4.00 4.02 3.71 8.081 2.6E-05***

33 4.21 4.24 4.47 4.02 5.985 4.9E-04***

34 3.97 4.52 4.58 4.27 18.477 1.3E-11***

35 4.43 4.48 4.51 4.35 1.694 0.167
36 4.27 4.40 4.46 4.24 3.125 0.025*

37 2.08 2.55 2.84 2.42 12.498 5.3E-08***

38 1.95 2.40 2.72 2.37 12.228 7.7E-08***

39 3.85 3.93 4.49 4.39 19.502 3.1E-12***

40 4.07 4.18 4.36 4.22 3.900 0.009**

*P<0.1; **P<0.01; ***P<0.001

<표 2> 사이버전 교육효과분석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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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학년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우수하였다. 사이버전 중요성 인식 측면의 설문결과에

서 흥미로운 점은 다른 영역의 평가 결과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사이버전 전력에 관

한 질문인 5번 및 9번 항목에서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4학년

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다. 이는 4학년 생도들의 경우 3학년 때부터 수강하는 「미

래정보전」, 「무기체계」, 「국가안보론」, 그리고 중·고급 군사학 관련 과목들을 통

해 사이버전이 미래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사이버전력에 대해 묻는 4번 문항에서도 통계적 유의도는 약간

떨어지나 3, 4학년의 결과가 우수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영역에 비하여 사이버전 중요성 인식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지는 것은 최

근 서울 메트로 해킹 사례 등을 통하여 사이버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생도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

된다. 하지만 「사이버전 개론」을 수강한 생도들의 사이버전 중요성 인식이 「사이

버전 개론」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생도들에 비해 분명히 식별될 만큼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 영역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이버전 행동화 정도

사이버전 행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설문 항목 10개 중, p값이 0.1 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3개를 살펴보면, 1개에서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이미 수강한 3학년

이 가장 우수하고, 나머지 2개에서는 현재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이 우수하였다.

이 영역의 낮은 통계적 유의도와 큰 차이가 없는 평균점수는 1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 과목의 교육만으로 사이버전 행동화를 완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단

적으로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평균 66일이

걸리며, 그것이 고통스러운 행동인 경우에는 254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한다

(Phillippa Lally, 2010). 그런데 평소에 사이버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생도들에게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이버전에 교육 전반에 대해 단시간 내에 행동화시

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이버전의 행동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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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전 위협사례 인식

사이버전 위협사례 인식 정도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며 (p<0.001)

대부분 문항에서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이미 수강한 3학년 생도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우수하였다. 예외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해킹 사건에 대한 질문인 26번 문항에 대해서만 현

재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생도들이 가장 우수하였는데 이는 설문

조사 바로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개교육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통한 사이버전 위협사례 교육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사이버전 문제해결 능력

사이버전 문제해결 능력 영역에 대해서도 7개 문항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하며 (p<0.001), 다소 유의도가 떨어지는 1개 문항을 제외한 다른 2개 문항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p<0.1). 사이버전 문제해결 능력 평가는 배운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 때문에 사이버전 행동화 정도 영역과 달리 통계적 유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결과를 살펴볼 때 「사이버전 개론」 과목 전체를 수강한 3학년 생도들이 제일 우

수하였고 그 다음으로 현재 「사이버전 개론」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생도들이 우

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통한 사이버전 문

제해결 능력 영역의 교육 역시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Ⅴ.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 발전방향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에 대한 성과는 Ⅳ장에서 전 생도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설문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듯이 사이버전 교육의 효과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사이

버전 행동화 정도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Ⅳ장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사이버전 교육을

통해 경험한 육군사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노하우 (know-how)를 바탕으로 육군사관

학교 사이버전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은 컴퓨터과학과를 중심으로 정보기술 (IT)

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이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사이버전은 재래식 전투, 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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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전 등과 뒤섞여져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로 수행되는 만큼 법률, 전

술, 전략 등과 같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승호,

2015). 따라서 사이버전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전 교육내용에 대

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Ⅳ장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사이버전 교육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기관에서의 단발성 교육

에서 벗어나 임관 후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현 육군사관학교의 교육 및 연구시스템은 사이버전 교육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것인 만큼 제대로 된 사이버전 교육을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가 불가

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1) 사이버전 교육내용의 확

대, (2) 야전과 연계된 사이버전 교육, 그리고 (3) 사이버전 관련조직의 확대 측면에서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이버전 교육내용 확대

사이버전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그 내용이 변화되고 있는 신생 분야며 정보기술

(IT)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도들에게 이러

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전 관련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교

육의 양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정예장교 육성이라는 큰 목표로 작성된

전체 교육과정의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군사학, 체육,

교양, 리더십, 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생도들에게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

목들과 연계된 융·복합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

로 전쟁 수행의 측면에서 사이버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과목인 「전쟁법」 과목과

연계와 새로운 기술인 사이버전에 대한 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군사전략」 과목에서 사이버전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가. 전쟁법 (사이버전 수행에 대한 법률적 지식 구비)

사이버전은 사이버공간에서 혹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수행되는 군사작전의 한 영역이므

로 전쟁으로서의 특징인 국가에 의한 무력행사나 전투라는 개념이 포함되고 그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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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역시 국제법적인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정석, 2015). 즉, 사이버전 수행에 앞서 어

디서부터 ‘사이버전’인지를 정의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의 범위를 제한하며, 윤리적

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등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선

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이 사이버공간 정책 (The White House,

2009)이나, 법제 동향 (정완, 2013) 등 사이버전의 수행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사이버방호 협력센터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CCDCOE)가 발표한 탈린 매뉴얼

(Tallinn manu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10)은 사이버전을 둘러싼 국제법적

유권해석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문정, 2013).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변국

들이 사이버전력 강화 노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법률적인 지식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사이버전 교육내용에 관련 법

률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이버전 관련 법률은 사이버전이 전쟁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쟁법 (戰爭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간 무력사용 대

응에 대한 지침인 국제 연합 헌장 (혹은 유엔 헌장)11)이나 제네바 협정 등 전통적인

전쟁법 교육내용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

중에는 법학과에서 가르치는 「전쟁법」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생도들은 전쟁도 최소

한의 국제적 질서와 합의 하에서 수행됨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생도들이 「전쟁법」

과목을 통해 미래에 사이버전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최

소한의 법률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법학과와 체계적으로 연

계해 교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 군사혁신 (사이버전의 군사혁신적 특성에 대한 이해)

군사혁신이란 기술, 무기체계, 교리, 조직 등 군사 분야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단순한 신무기 도입이나 작전상의 일부 변화를 넘어서

10) 사이버 공격을 국가 간 무력 분쟁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사이버전 수행 시 지켜야 할 교전수칙 95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1) http://www.un.org/en/charter-united-nation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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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쟁 수행방식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군사적 효율성이 극적으로 신장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엄정식, 2012). 다시 말해, 새로운 기술과 무기체계가 도입되는 것만

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과 무기체계가 가지는 군사적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작전개념과 교리를 수용하고, 군 조직

의 구조와 문화를 혁신할 때만 혁신적인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이버전은 기존 전쟁과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는 점에서 군사혁신의 기본 요소

를 충족한다. 사이버전이 군 작전에 도입됨에 따라 군은 관련 군사기술 혁신, 작전운

용 개념의 혁신, 군사조직의 혁신의 세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야하

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사이버전을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체계적

인 사이버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

우 사이버전에 대한 국가적 대비태세 확립과 이에 따른 군사혁신 없이는 우리가 보유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 (IT) 기반시설과 높은 정보화 수준이 자칫 독이 될 수

도 있다. 이는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보기술 (IT) 기반시설이 마비

되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받는 피해가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사이버전을 군사혁신의 일환으로 하여 사이버전을 도입해야하기

때문에 현행 작전운용 개념을 개선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유연하게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전의 군사 혁신적 요소와 필

요성을 생도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군사혁신은 육군사관학교의

군사사학과에서 개설한 「군사전략」 과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군사전략」 과목은 네트워크 중심전 (Network Centric Warfare)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만 사이버전은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과학과와 군사사학과의 협력 하

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교육체계를 개선한다면 생도들의 사이버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야전과 연계된 사이버전 교육 (중·장기적 교육체계 발전)

앞서 Ⅳ-3 장에서도 설명했듯이 고통스러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Lally, 2010) 사이버전 역시 학습을 통해 행동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성기관인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두 학기동안 사이버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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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고 임관한다고 해서 사이버전 마인드를 가지고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

휘관을 완성시킬 수는 없으며 이는 곧 초군반, 고군반, 그리고 합동군사대학 등 우리

군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이버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육군의 보수교육에서 사이버전 교육이 어느 정도 이

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야전과 연계된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초군 및 고군반에서의 사이버전 교육 현실과 발전방향

현재 우리 육군의 보수교육 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다양한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되

는 신임장교들이 임관 후 바로 이수하게 되는 초군반과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수하게 되는 고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전 교육은 <표 3>과 같다.

병 과 초군반 (h) 고군반 (h) 주요 교육내용

정보통신 14 30 정보보호, 군사보안

정보 10 12 개인보안 관리요령 및 보안점검 요령

기갑 4 4 개인보안 관리요령

보병 2 4 개인보안 관리요령

방공 2 4 개인보안 관리요령

포병 1 2 개인보안 관리요령

항공 1 2 개인보안 관리요령

공병 0 1 개인보안 관리요령

<표 3> 병과학교별 사이버전 교육시간 및 내용

<표 3>에서 보듯이 정보통신병과와 정보병과를 제외한 타 병과에서는 사이버전 교

육과 관련하여 개인보안 관리요령 정도만 교육하고 있다. 이때 개인보안 관리요령에는

개인컴퓨터 (PC) 및 저장매체 관리요령 (정보통신 보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보안사고 사례교육 (SNS 활용 행동강령), 그리고 사

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실시 요령 등이 포함된다. 이 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이 정보보

안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이버전 관련 부분은 개인용 컴퓨터 관리 요령

정도만 꼽을 수 있을뿐더러,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5% 이하로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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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병과의 경우는 정보병과 특성상 부대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

해 사이버전 교육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 내용 및 시간은 여전히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12).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군의 초군반 및 고군반 교

육에서는 사이버전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병과 장교들은 다른 병과와 달리 직접 전산과 통신 직무를 담당하므로, 초군반

및 고군반 교육을 통해 사이버전 관련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육내용은 야전에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에 치중해 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사례 분석, 정보보호 체계 구성요

령, 네트워크접근통제 (Network Access Control, NAC) 체계를 통한 IP 관리 및 비인가

단말기 탐지,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의 운용, 사이버전 관련 야전 사례분석 등이 주를 이

루고 있다. 하지만 초군반 및 고군반 전체 교육과정 중에서 사이버전 관련 내용이 차지하

는 비중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사이버전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이버전 수행능력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야전에서 직접 부대를 지휘하는 위관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군반과 고군반 교육

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장교들이 받는 기본 직무보수 교육으로 이 단

계에서 장교들에게 사이버전의 중요성과 핵심 수행개념을 알려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

히 육군사관학교 등 군사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사이버전 행동화 정도를 이 단

계에서 반복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 병과 교육은 물론, 직접

직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병과 교육에서도 사이버전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따라서 군은 향후 초군반과 고군반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과 기본 수행개념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 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사학교의 사이버

전 교육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교육 체계를 개선해야 하겠다.

나. 합동군사대학에서의 사이버전 교육 현실과 발전방향

합동군사대학 교육은 군사전문가로서 협동작전, 합동작전, 그리고 연합작전의 수행

과 군사력 건설을 선도하는 직무수행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영관급장교를 대상으로 하

는 직무 보수교육으로 육·해·공군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군의 가장

12) 일반부대에서실질적인전산보안업무는전산업무담당자가분임하기때문에정보병과에서직접담당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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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교육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합동군사

대학에서는 군사보안만 교육내용의 일부로써 포함되어 있을 뿐 사이버전과 관련된 교

육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중·고급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교육에

사이버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최근 국방부가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고 합동 사이버전 교범

을 발간하는 등 사이버전 개념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대조된다.

합동군사대학에서는 미래 우리 군의 주요 지휘관과 주요 정책 입안자 및 결정자들을

가르치는 만큼 사이버전의 전략적 위상과 중요도 및 각국의 동향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육군사관학교에서의 사이버전 교육은 이 단

계에서의 교육을 위한 학술적 발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합동군사대학에서의 실무 교

육은 한국군의 사이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동군

사대학에서의 사이버전 교육은 사이버전 행동화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인 사이버

전 정책 계획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심도 있는 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보수교육과 연계된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

현재의 군 보수교육체계를 고려할 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생도들은 장교로 임관 직후

‘초군반’과, 3∼6년 근무 후 ‘고군반’의 총 2차례의 병과 보수교육을 받으며 소령 진급 이후

에는 중·고급 장교들을 위한 “합동군사대학” 교육을 받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이버

전 행동화를 위해서는 양성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

이 필요한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수교육에서의 사이버전 교육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보

수교육에서는 사이버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군의 중추를 구성하는 장교들의 사이버전에 대한 이해와 행동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보수교육에서 ‘사이버전’ 관련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사

이버전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교육내용으로는 사이버전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 기본적인 사이버 위협과 이에 대한 개인 및 부대의 방어조치, 하이브리드전의

일부로서의 사이버전 수행 개념, 사이버전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육군

사관학교는 보교수육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이버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꾸준한 개선 유도하는 등 야전과 연계된 사이버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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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전 관련조직의 확대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 및 연구에 대한 대내·

외적 요구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컴퓨터과학과의 경우 3∼

4명 수준의 박사급 교수와 6∼7명 수준의 석사급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학원생은 전

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만으로는 학부생 수준의 기본적인 정보기술 (IT) 교육

과 사이버전 기초교육은 가능하나 군에서 요구하는 사이버전 전문가양성은 여러모로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이버전 연구기관인 사

이버전 연구소와 군내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사이버전 연구소 신설

<그림 4> 미 육사의 육군 사이버 연구소 (Army Cyber Institute at West Point)

출처 : 연합뉴스

조직 개편의 첫 번째 과제로 사이버전 교리, 기술, 정책, 법제, 윤리, 심리 등 사이버전

교육 전반에 대해 폭넓게 연구할 수 있는 사이버전 연구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위 <그

림 4>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2014년 4월 날로 치열해지는 사이버전에 대비해 정예 사이

버 전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미 육군사관학교 (West Point)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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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이버 연구소 (Army Cyber Institute)’를 설립했다. 이와 관련해 미 육군 사이버 연

구소는 3년 내에 기술, 심리학, 역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두뇌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사이버 연구

소는 각 부대가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고, 대규모 사이버전 상황에서 병사

들이 어떻게 이를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에 이어 중국도 2014년 6월 사이버전 연구소인 ‘인터넷 공간 (사이버) 전략정보연구센터’

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이 연구소는 군대의 정보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의 동향파악과 연구 등을 담당하며 전략, 정보, 기술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운영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도권

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및 중국이 앞 다투어 사이버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사이버 센터를 출범시키는 것을 볼 때 이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미 사이버 연구소’나 중국의 ‘인터넷 공간 전략정보연구센터’ 등과 비슷한

성격의 사이버전 연구소를 신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전 연구소가 신설되면

육군 차원의 사이버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이버전 교리 개발이나 사이버 작전

수행 개념들을 개발할 수 있으며, 사관학교를 비롯한 육군의 각 교육기관들이 자체적

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과목 및 교재 개발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전 연구소에서의 학술 연구와 사이버사령부의 실무를 연계함으로써 군 사이버

전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육사 대학원 개설 시 사이버전 전문 과정 신설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 군의 인

력양성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교육 중심의 현행 육

군사관학교 교과과정에서 높은 기술 수준의 사이버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교과과정

에 대한 큰 틀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 학부과정에서는 사이버

전의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이버전 수행개념을 구비한 지

휘관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는 것이 타당하며 높은 사이버전 기술을 가진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은 별도의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

13) 세계일보, “미국 육사 이어 중국군도 '사이버전' 연구소 설립”,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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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해킹 기술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이나 컴퓨터 포

렌식스 (computer forensics)를 포함한 사이버 방어와 관련된 전문 보안기술교육은 민간

대학에서 가능하므로 기존의 일반대학 교육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14). 하지만 사

이버전 전략이나 사이버전 정책 수립과 같은 분야는 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구비되

지 않고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외부대학을 통한 교육

이 제한된다. 따라서 우리 군 내부의 사이버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육군사관학교에서 추진 중인 대학원 과정에 사

이버전 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차 우리군의 효과적인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

해 우리는 먼저 사이버전의 개념, 중요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대한

민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노력 및 교육현황에 대해 알아보

았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현황을 사이버전 관련 교과목 분석과 설문조

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사이버전 개론」 과목을 수강

한 2학년 및 3학년 생도들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1학년 및 4학년 생도들에 비

해 사이버전 위협사례 인식 및 사이버전 관련 문제해결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통해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사이버전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전 중요성 인식과 행동화 측면에서는 현행 사이버전 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본 논문에서

국·내외 사이버전 연구 및 교육 추세와 군내 보수교육에서의 사이버전 교육현황에 대

한 분석을 통해 (1) 사이버전 교육내용의 확대, (2) 야전과 연계된 사이버전 교육, 그

리고 (3) 사이버전 관련조직의 확대 측면에서 육군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의 발전방

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는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전공과정 편성

방안과 민간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사관학교 사이버전 교육의 수준 향상을 추구할 것이다.

14) 민간대학을 통한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리 국방부는 2012년부터 고려대학교와 함께 사이버
국방학과를 설립해 2016년부터 연간 약 30명 수준의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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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이버전 교육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문항

문항 내               용

1 나는 사이버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나는 사이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사이버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준비가 어렵다.

4 대한민국은 사이버전에 잘 대비하고 있다.

5 대한민국은 사이버전 공격 기술을 갖추고 있다.

6 해킹하는 사람들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7 해킹 기술의 발전이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해킹 기술의 발전이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주변국과 비교시 대한민국의 사이버전 전력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10 나는 장차 사이버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11 자주 쓰는 이메일의 암호를 자주 바꾼다.

12 나는 컴퓨터 및 이메일, 각종 사이트에 같거나 비슷한 암호를 사용하고 있다.

13 나는 이메일 수신시 보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한다.

14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끈다.

15 공공장소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의 신뢰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한다.

16
각종 웹페이지 접속 시 설치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설

치 여부를 결정한다

17 나의 스마트폰에는 백신앱이 설치되어 있다.

18
나는 모바일 기기(핸드폰, 태블릿 등)에 앱을 설치할 때 위치정보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설치한다.

19 나의 스마트폰 및 노트북, 태블릿에 SNS 자동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다.

20 각종 사이트 접속 암호가 PC에 저장되어 있다.

http://www.dhs.gov/publication/executive-order-13691-promoting-private-sector-cybersecurity-information-sharing
http://phys.org/news/2013-03-japan-police-national-cyber-crime.html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eng/Releases/Telecommunications/120711_05.html
http://www.dhs.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http://www.usma.edu/crc/SitePages/About.aspx
http://www.plaust.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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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               용

21 7.7 DDoS 공격에 대해 알고 있다.

22 3.20사이버 테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3 APT 공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4 전수조사공격(Brute Force Attack)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5 사회공학적 공격 기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26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해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27 사전공격(Dictionary attack)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28 파밍(Pharming)사이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29 스니핑 및 스푸핑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30 스턱스넷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31
비밀번호 규정(9자리 이상, 문자+숫자+특수문자)에 따르지 않는 비밀번호는 

나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32 단말기(PC, 노트북 등)의 관리자권한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다.

33 집에서 사용하는 Wifi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

34 나는 내 컴퓨터의 IP를 확인할 수 있다.

35 내 컴퓨터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36 내 컴퓨터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및 치료할 수 있다.

37 HTTP와 HTTPS의 차이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다.

38 저장매체의 Autorun.inf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9 컴퓨터 1차 비밀번호(CMOS)를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다.

40 PC에 설치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식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