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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이버공간은 우리 생활의 필수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인
익명성, 개방성, 초국가성 등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컴퓨터
간의 연결방식 등은 사이버범죄와 공격에 악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가 직간
접으로 감행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해소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의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국가주도사이버공격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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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국내외 여덟 가지 사건을 사적주도사이버공격과 비교분석하여 이 공격들이
현재의 국제규범을 위반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사이버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국
제사회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에 UN 헌장 등 현재의 국
제규범을 적용하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유지하며, UN 정부전문가 그룹,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등의 주요 합의사항과 국제규범 제정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 등의 주장을 고려하고, 유럽범죄조약 등 현재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이 개
선되어야 할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이 포함해야 할 여덟
가지 필요한 내용 즉, 사이버공격 귀속조건 보완, 경유국가의 책임범위, 국가의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책임범위,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계산방법, 정부와 민
간의 협력,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대응범위,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과 복
귀조건, UN 관리하의 국제사이버안전기구 운영을 제안한다.

주제어

인터넷, 국가안보, 국가주도사이버공격, 사적주도사이버공격,
사이버공간, 국제 사이버안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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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의 사이버공간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범죄나 사이버공격을 저질러도 범죄자나
공격자를 확인하고 처벌하기 어려운 “도덕적 자유지대(moralityfree-zone) 혹은 윤리적 진공상태 (ethical vacuum)로서 ‘익명의
바다’라고”1)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연결과 Data 교류에 중점을 뒀던 인터넷 개발 초기의 상
황과는 달리 지금은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약 39억명)와 함께
인터넷 이용이 사회전반은 물론 일상생활의 필수영역이 되었고, 익
명성, 접근성, 개방성, 초국가성 등을 악용하는 범죄자와 공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가 공격을 주도하거나 직간접으로 개
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이 그 강도와 빈도면에
서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제손실 초래는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
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의 수립에 국가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국가간 심한 ICT 발전격차(Digital Divide), 기
술의 복잡성,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
보와 주권 등 각국의 국가이익이 관련되어 있고, ICT 선진국이며 인
터넷 종주국인 미국의 기득권에 대한 신흥강국인 중국, 러시아 등의
도전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1)	박정순,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범의 구속력. IT 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정보통신
정책연구원(200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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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수년간 불안전한 상태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우리
국민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공공과 민간부문의 정보유출은 물
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정부기관, 금융·에너지·통신·교통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니사에 대한 공격,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의 불법인출,
그리고 랜섬웨어를 이용하여 특정 대상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불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개선하고 사이버공간
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이에 대한 답
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사례는 어떤 것
이 있으며, 국가주도사이버공격과 사적주도사이버공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였는가? 셋째, 현재의 물리적 국제규범이 과연 사
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넷째, 현재의 국제 사이버안전규
범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이버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을 관리하고 발전시켜온
다중이해당사자주의가 인터넷의 안전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자주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나? 또한 여섯째, 현재의 사이버공간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데 어
떤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 국내외 전형적
인 국가주도사이버공격 사례를 선정하여 공격국가, 방법, 특징, 피해
액 등을 분석하고 이를 사적주도사이버공격과 11가지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여덟 가지의 국가주도사이
버공격의 사례가 UN 헌장, 국가책임법 등 국제규범을 위반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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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현재의 불안전한 사이버공간의 상황에 대해
UN 정부전문가그룹(UN GGE) 등에 의한 국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지와 인터넷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주의와 다
자주의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후, 사이버안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문
제점과 최근동향은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이 포함해야 할 방향과 주요내용
을 여덟 가지로 제안하였으며, 끝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향
후 진행될 연구내용을 제시하였다.

II. 국
 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의
증가
1. 사이버범죄와 사이버공격의 급격한 증가
1992년 인터넷의 상업화가 가능해지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인터넷
과 ICT 기반의 컴퓨터 시스템은 현재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발전소 등 국가핵심시설의 생산과 운영, 중요 시설제어에 이르기까
지 필수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용자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것
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을 만들었지만,2) 기대와는 달리 개방성, 익명
성, 행위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작용과 취약요인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2)

 atrick. D. Price, “Toward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Centric Security
P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NAVAL POSTGRADUATE SCHOOL (2002),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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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은 개인의 실체를 감춤으로써 사회적
인 처벌이나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솔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범죄발생시
증거를 찾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범죄형성을 촉진하여3) 사이버범죄
와 사이버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둘째,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는 물론 애국적 핵티비스트, 어나너
머스 등 익명의 개인 또는 단체, 비국가행위자,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ions)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동기
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기술로 취약성을 공략하여 원하는 지역과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인터넷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국가핵심시설의 상당부분이 민간 영역에 의존하고 있고, 민
간과 군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사이버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이버 간첩활동
이나 사이버범죄, 그리고 사이버공격은 그 공격주체, 대상, 방법, 시
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구분이 불명확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효율적
인 대응이 어렵다.
넷째, 현재의 인터넷 네트워크는 누구나 어디서나 ‘공통의 통신표
준과 프로토콜’(TCP/IP)만 가지면 개별 네트워크들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 IP 주소가 간
단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위·변조가 쉽기 때문에 외부의 침투와
위협에 취약하고, 사이버공격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수많은 소프
트웨어와 그 소스들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며, 새로운 악성코드 개

3)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제5권 6호(2003),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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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해킹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완전하게 인터넷 안
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공격으로 핵시설의 붕괴나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방공시스템 마비 등 국가안보 시스템 전체를 파괴시
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안전시스템은 정보수신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자는 전혀 책임지지 않으며, 프라이버시
와 개인정보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4) 실정이며, 현재의 물리적 국제
규범과 기존의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은 사이버공격과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사후에도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므로 사이버안전5)을 위해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이 필요하다.

2. 국가안보를 위협한 국가주도사이버공격 사례
사이버공격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저지르는 사이버범죄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사이버공
격을 국가정책의 연장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이며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정치적 목적과 국가안보

4)	Mordechai Guri, Eyal Shemer, Dov Shirtz, and Yuval Elovici,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During Password Recovery of Internet Services ,” In
Intelligence and Security Informatics Conference (EISIC), European, IEEE
(2016), p.136; 한국에서는 2010-2014년 사이 1억 620만 건의 개인정보가 민간 기업
에 의해 유출되었다. 유진상, “4년간 개인정보유출은 1억 620만건…과징금은 건당 16
원에 불과,” 『조선일보』, 2014.10.14.
5)	사이버안전은 사이버공간에서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활동, 즉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적
인 손상, 공격, 테러, 범죄행위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 3항)로써 사이버환경과
조직, 그리고 사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 정책, 가이드라인, 위기관리, 행
동, 훈련, 최고관행, 보증과 기술들의 집합을 말한다(Marco Gerck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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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칠 목적을 가지고”6) 직접 사이버공격을 주도하거나,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여 다른 국가, 단체, 사기업을 사이버공격하는 행위로
써 그 행위가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을 국가주도사이버공격(SLCAs:
State-led Cyber Attacks)이라고 정의한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
주도사이버공격 사례는 10여 건이 훨씬 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17
년 ‘Malware Wanna cry’를 이용한 최근의 사이버공격부터 미국의
사기업(Sony)에 대한 공격, 이란 핵시설에 대한 ‘Stuxnet’ 공격, 재
래전과 병행한 최초의 사이버전인 조지아에 대한 DDoS 공격, 최초
의 국가주도사이버공격으로 평가되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DDoS 공
격과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킹공격, 최대피해를 남긴 3.20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 한국과 미국에 대해 연속
적으로 감행된 7.7 DDoS 공격 등 전형적인 사이버공격 여덟 건을 선
정하여 연대순으로 공격의 특징, 목적, 방법,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7)
가. 워너크라이 공격
2017년 5월 12일 랜섬웨어 ‘WannaCry’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공
격자는 웜을 대상컴퓨터에 감염시킨 후, 파일을 암호화하여 감염 컴
퓨터당 미화 300달러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요구했다.8) 한국을 포
함한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등 150여 개국, 30만대 이상
이 감염되어 미화 약 40억 달러의 피해9)를 입었고, 피해기관은 MS6)	Oona A. Hathaway, et al., “The law of cyber-attack,” California Law Review
(2012), p.821.
7)	2016년 러시아가 미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건, 2015년 러시아의 크리미아반도 사이버
전쟁 등은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포함시키지 않았음.
8)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WanaCry (.WNCRY)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2017.5.14), https://www.rancert.com/bbs/bbs.php?mode=view&id=71&bbs_
id=case&page=2&part=&keyword= (검색일: 2017.11.16).
9) 김보미, “랜섬웨어 부메랑 맞은 NSA,” 『경향신문』,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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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의 취약점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은 운영 시
스템을 사용하는 병원, 학교, 민간, 기업, 국가기관까지 다양했다. 미
국은 워너크라이 공격의 범인으로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알려진 ‘the
Lazarus Group’을 지목했는데, 이는 이번 공격에서 지난 2011년부
터 래저러스 그룹이 사용해온 캔토피 백도어 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으며,10) 이번 공격에서 북한 정찰총국이 사용하는
IP 주소가 발견됐다.11)
나. 한수원 해킹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한수원
자회사와 한수원은퇴자 모임에 대한 해킹12)을 통해 발전소의 설계도,
한수원 직원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그리고 전화번호부가 포함된
94개의 파일을 수집한 후, 악성코드 ‘Kimsuky’를 포함한 phishing
이메일을 한수원 직원 3,571명에게 발송하여13) PC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 공격자는 북한 IP를 이용하여 북한해커가 사용하는 것으
로 알려진 악성코드를 사용했으며, 훔친 정보를 트위터나 블로그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 여섯 번이나 게시했고, 한국사회혼란 조성이 목
적이지만 원전가동중지 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인 것처럼 가장하는

10)	뉴스1/허핑턴포스트코리아, “이번 랜섬웨어 공격이 북한과 연관됐다는 증거가 발견 됐
다,” 2017.5.16.
11)	연합뉴스, “NSA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北 정보당국 관여’,” 2017.6.15.
1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한수원 사이버테러 사건 중간수사결과,” (2015.3.17).
http://www.spo.go.kr/spo/notice/press/press.jsp?mode=view&board_
no=2&article_no=593028 (검색일: 2017.11.4).
13)	Ju-min Park and MeeYoung Cho, “South Korea blames North Korea for
December hack on nuclear operator,” Reuters , 17 March 2015; Kenneth
Geers, Darien Kindlund, Ned Moran, and Rob Rachwald, “World War C:
Understanding Nation-State Motives Behind Today’s Advanced Cyber
Attacks,” Technical report (FireEye, 2014).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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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을 이용했으며, 한국은 이 공격으로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다.
다. 소니해킹
2014년 11월 소니에 대한 공격은 이메일을 통한 APT 공격으로
전 직원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코드인 데스토버(Destover)를 감염시
켜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었고,14) 감염된 시스템에서 공유네트워크를
통한 악성코드 전파와 파일 삭제, MBR(Master Boot Record) 파
괴 등의 공격이 순차적으로 진행15)되었다. 미국 FBI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서 이전에 북한이 사이버공격에 이용했던 IP 주소가 확인됐
으며, 북한해커가 사용하는 악성코드를 사용했고, 공격자가 북한의
infrastructure와 교신한 것이 밝혀졌다. 이 공격으로 소니의 내부
데이터와 미개봉 영화 5편의 유출 등 미화 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
며 소니의 명성이 크게 훼손16)되었다.
라. 3.20 APT 공격
2013년 한국의 KBS, MBC, YTN 3개 방송사와 신한, 농협, 제
주은행 3곳 등 6곳에 대한 사이버공격17)으로 총 3만2천여 대의 컴퓨
터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1만6천2백여 대의 CD/ATM이
손상되었으며 저장된 데이터가 파괴되었다. 그로 인한 피해액은 총

14)	“SWIFT strengthens security after further raids on banks,” Computer Fraud
& Security , Vol 2016(6), June 2016, p.3.
15) 길민권, “Red Alert팀, 소니픽쳐스 내부망 해킹 분석 보고서 공개,” 『데일리시큐』,

2012.12.14.
16)	Lisa Richwine, “Cyber attack could cost Sony studio as much as $100 million,”
Reuters , 9 December 2014.
17)	신영웅, 전상훈, 임채호, 김명철, “국가 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3.20 사이
버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2013),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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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2억 원18)에 달했고 금융권의 유출된 정보는 추정이 불가할 정도
로 심각하다. 이 공격은 북한 IP를 가진 공격자가 특정표적을 노리고
과거 북한이 이용한 악성코드와 경유지를 이용하였고, 최소 8개월 전
부터 준비한 APT 공격으로 추정되며,19) “백신 업데이트 및 프로그램
중앙배포서버(PMS)가 악성코드 확산에 악용”되었다.20)
마. 이란에 대한 사이버공격
2010년 이란 핵시설에 대한 스턱스넷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감행한 사이버작전으로 알려졌
으며,21) 핵시설에 대한 분리망에 침투하기 위하여 이동식 저장장치
(Universal Serial Bus Flash Drive)를 이용하였고 내부망에 침
투, 핵시설의 원심분리기를 제어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1,000여 기의 핵 연료봉을 교체하도록 만들어 이란의 핵개발을 수년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22) 스턱스넷 공격은 웜(worm) 개발
및 실험검증, 목표시스템에 대한 고급 정보기술이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금전적 목적이나 정보획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3)

18) 위의 논문, p.150.
19)	강진형, “3.20 사이버테러, ‘북 최소 8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 『중앙일보』,
2013.4.10.
20)	박용한, 부형욱, 북한의 3.20 사이버공격과 안보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2013.
6.17), p.2.
21)	David Kushner, “The Real Story of Stuxnet,” ieee Spectrum 50(3)(2013),
pp.48-53.
22)	Veronika Mackova, “Cyber War of The States: Stuxnet and Flame Virus
Opens New Era of War,” CENAA Policy Papers (2013), p.5.
23)	장노순, “사이버무기와 국제안보,” 『JPI 정책포럼』, No.2012-13(2012). p.6; Josh
Halliday, “Stuxnet worm is the ‘work of a national government agency’,” The
guardian , 24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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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7.7 DDoS 공격
“2009년 7월 4일 토요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감행된 DDoS 공
격은 백악관, 국토안보부, National Security Agency, 연방거래위
원회, 재무부, 국방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과 아마존과 Yahoo
등”24) 14개 기관에 수행되었다. 이어 7월 7일 18시부터 만 3일 동안
한국 정부기관과 주요 사이트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계 74개국에
서 166,000여 대의 좀비 PC가 동원된25) DDoS 공격이 감행되었다.
북한 IP를 가진26) 해커가 악성코드 ‘My doom’을 이용하여 좀비 PC
를 만들었고,27) 웹하드 사이트(webhard sites)가 악성코드 분배장소
로 악용되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공격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인
터넷 접속을 차단하는데 얼마만큼의 botnet 컴퓨터가 동원되어야 하
는지를 알아보는데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28)
사. 조지아에 대한 DDoS 공격
2008년 8월 조지아의 대통령 홈페이지, 의회, 국방부, 외교부사이
트 등 정부기관, 은행, 언론사, 포털, 서방언론과 조지아 해커들의 웹
사이트 등에 대해 러시아정부 IP를 가진 해커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
다.29) 이 공격은 두 나라간의 전쟁 전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도 계속되
었고, 조지아의 컴퓨터 서버들에 과부화가 걸리거나 중단되어 군사
24)	박노형,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설치방안 연구(최종보고서), 한국정보보호학회 (2010), p.1.
25)	Richard Alan Clarke and Robert K. Knake, Cyber war (Harper Collins, 2010),
p.25.
26)	김 진규, “국정원 ‘7.7 DDoS 공격에 북한 체신청 IP 사용돼’,” 『디지털타임스』,
2009.10.30.
27)	Jose Nazario, “Politically motiva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The Virtual
Battlefield: Perspectives on Cyber Warfare (2009), p.172.
28)	Clarke and Knake, supra note 25, p.29.
29)	Andrzej Kozlowski,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attacks on Estonia, Georgia
and Kyrgyzstan,” European Scientific Journal, ESJ10.7 Vol. 3(2014),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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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통제와 사회기반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고, 조지아가 외부와 자
국의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자 주요 정부사이트를 국외(미국 애
틀랜타) 서버로 옮겼으며,30) 조지아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켜 개전
5일 만에 조지아가 항복31)하였다.
아. 에스토니아에 대한 DDoS 공격
2007년 4월 에스토니아의 탈린에 있던 옛 소련군 동상의 이전 문
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빚게 된 상황에서 에스토니아의 정부기관, 언
론사, 방송국, 은행 등 주요 사이트와 공공기관과 사적영역에32) 수주
일간 약 85,000여 대의 컴퓨터가 동원된 DDoS 공격으로33) 에스토니
아의 58개 주요 웹사이트가 서비스를 중단했고, 최대 은행의 서비스
가 이틀간 마비됐다.34) 에스토니아의 조사결과 러시아가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으나35)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였고, 양국간의 협정에 의
해 에스토니아가 공격자를 추적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하였다.36) 전문
가들은 러시아정부의 묵인 또는 지원 아래 감행된 러시아 핵티비스
트들의 소행으로 추측하고 있다.

30)	권재원, “국제적 사이버안보체제 구축 동향에 관한 소고,” 『Yonsei Law Review』,
(24)3(2014, 9), p.291.
31)	CNN Library, “2008 Georgia Russia Conflict Fast Facts,” CNN , 26 March 2017.
32)	Scheherazade Rehman, “Estonia’s Lessons in Cyberwarfare,” USNEWS , 14
January 2013.
33)	James A. Green (Ed.), Cyber warfare: a multidisciplinary analysis, (Routledge,
2015), p.78.
34)	Eneken Tikk, Kadri Kaska, and Liis Vihul, International cyber incidents:
Legal consideration , Vol. 112 (2010),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p.20.
35)	Ian Traynor, “Russia Accused of Unleashing Cyberwar to Disable Estonia,”
The Guardian , 17 May 2007.
36)	Kertu Ruus, “Cyber war I: Estonia attacked from Russia,” European Affairs
9(1-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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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주도와 사적주도사이버공격의 비교분석
국가주도사이버공격과 달리 사적주도사이버공격(PLCAs:
Private-led Cyber Attacks)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공격을 말한
다. 이 두 종류의 공격은 컴퓨터의 특성과 취약점을 이용한다는 면
에서 특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공격의 목적, 대상, 공격근원지, 수단
과 방법, 준비기간, 공격시기, 경로, 준비기간, 수사기간, 결과, 적용
규범과 법률 등 다음 페이지의 <표 1>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여덟 가지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을 사
적주도사이버공격과 비교분석한다. 전형적인 사적주도사이버공격으
로 지난 2016년 2월 미국 헐리우드 병원에서 발생한 랜섬웨어를 이
용한 공격, 2009년 3월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상대방 기
업에 대한 정보유출사건인 코카콜라 해킹사건, 그리고 2011년 7월
한국에서 발생한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인 SK 커뮤니케이
션즈 해킹사건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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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주도사이버공격과 사적주도사이버공격의 비교>
구 분

국가주도사이버공격(SLCAs)

사적주도사이버공격(PLCAs)
•조직 또는 개인의 이익과 목적달성
•경쟁에서 우위 선점
•공격기술의 과시
•종교적 해킹
•상대국 네티즌에게 사이버공격37)

(1) 목적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외교의 수단
•사회혼란과 경제손실을 초래
•국가핵심시설과 국가안보 위협
•전쟁시 사용하기 위한 군, 국가핵심시설에 관한
정보탈취
•산업 간첩행위 등

(2) 대상

•국가핵심시설(에너지 시스템, 금융시설, 뉴스 미디 •기업, 개인회사, 정부기관, 연구소 등
어, 방송, 은행, 수송, 통신 인프라 등)
•정부기관(국방, 외교부 등)
•일반대중, 사기업(소니) 등

•중국(해커) 또는 국내(해커) 등
(3) 공격이 시작된 •북한, 미국, 러시아 등
국가
- 수사결과 공격에 사용된 IP주소, 공격방법, 악성
코드 등을 근거로 공격국가로 지목하고 있음㈀
(4) 공격수단과
방법

•단기간, 개인적, 은밀한 공격
•장기간, 조직적, 은밀한 복합공격
•악성코드 사용
•정부로부터 재정, 기술 등 다양한 지원
- ‘I love you’ virus(필리핀 악성코드 전파)
•악성코드 사용
•USB flash drive, SQL injection, defacement,
- Stuxnet, Destover, Mydoom, Kimsuky
DNS공격
•USB flash drive, SQL injection, Defacement,
DNS(Domain Name System) 공격
•Man-In-The-Middle Attacks

(5) 준비기간

•2개월부터 3년까지 방법에 따라 다양㈁

(6) 공격시기

•목적에 따라 언제나 가능하며, 특히 전쟁이나 특정 •비국가행위자의 공격목적에 따라 다양
•국경일(광복절, 3.1절), 국가간의 갈등이 증가
사안 발생 전후
하는 시기(양국정부의 독도 문제 거론시 한
•특별히 중요한 국가이익 발생시
일 네티즌들의 독도를 둘러싼 상대방 사이버
•7.7 DDoS 공격과 같이 적대국가의 독립기념일, 혹
공격)
은 다른 국가에 특별한 메시지 전달시

(7) 공격 루트

•대상국가에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한 간접공격
•USB flash drive를 이용한 공격(이란 핵시설)

(8) 공격기간

•공격기간은 평균 74일이 소요되었으며, 공격특성 •공격기간은 평균 13일이 소요되었으며, 공격
에 따라 다름㈂
특성에 따라 다름㈃

(9) 수사기간

•사건 발생부터 수사발표까지 공격당 평균 57일 소 •수사발표결과가 나오지 않아 분석곤란
요㈄
-S
 K 컴즈 해킹사건은 사건 발생부터 수사발
표까지 15일 소요㈅

(10) 공
 격결과
(Viol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

•경제 이익획득, 목적에 따른 이익획득
•경제손실, 사회혼란, 국가안보위협
- 국가주도공격은 사건당 평균 미화 2억6천만 달 •사건에 따라 다양한 피해발생
러의 손실발생㈆
- 사건당 평균 미화 77,9352 38)달러의 손실발생
- PCs, Master Boot Record, 하드디스크, 데이터
등 파괴

(11) 적용 규범과
법률

•일반국내법
•국제법과 국제규범
- 각국의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 UN 헌장, 제네바·헤이그협약, 국가책임법, 탈
린매뉴얼, 유럽범죄조약, 상해협력기구 등

•공격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

•제3국을 통한 간접공격

(12) 참고문헌
•제3장의 사이버공격 사례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 •미국의 헐리우드 병원 해킹(2016)
(a) Stefanek(2016), (b) Zetter(2016),
* ㈀-㈆과 (a)-(c)
였음
(c) Infosec institute(2016), (d) Lee(2016)
는 각 항목의 정보 • ㈀-㈆ Shin et al.(2017), pp.11-14.
• SK 커뮤니케이션즈 해킹(2011)
문헌을 표시
(a)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2011)
(b) 이유지(2011)
•코카콜라 해킹(2009)
(a) Charette(2012), (b) BBC News(2012),
(c) CSO(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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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
 가주도사이버공격의 현재 국제규범 위반
여부
37) 38)

앞에서 분석한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이 단순한 사이버 간첩행위인
지 아니면 사이버범죄나 테러, 불법행위인지, 혹은 무력행사수준
에 이르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UN 헌장, 국
제사회에서 국가책임과 권리를 다룬 국가책임법(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39)
제네바와 헤이그협약,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분쟁 시 국가의 역할
과 책임을 규정한 탈린매뉴얼 등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UN이나 국제기구가 무력사용의 정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
지는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무
력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확립된 원칙과 규칙들이 핵무기에
도 적용되며,이 원칙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형태의 전쟁
과 모든 종류의 무기에도 적용된다”40)고 판결했으므로, 사이버무기의
사용에도 현재의 국제규범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이버공격
의 규모와 결과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력사용이나 무력공격에 해

37)	민병원,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억지의 국제정치-규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1권 3호 (2015), p.44.
38)	7개국 252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회사는 주당 1.9회의 사이버공격을 겪었
고, 매회 비용은 미화 77,935달러이다(Ponemon Institute, 2015).
39)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대출판부, 2001, p.148. 국가의 전쟁범죄, 인권침해, 집단살해,
국제테러, 마약밀매 등은 국가의 형사상 책임사례로서 형벌이 부과된다. 한편, 불공정거
래, 덤핑, 재정상손해 등은 국가의 민사상 책임사례로서 물질적 보상이 부과된다.
40)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1996 ICJ 226 (8 July), para. 86, available at
http://www.icj-cij.org/files/case-related/95/095-19960708-ADV-01-00EN.pdf (Retrieved on Nov.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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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41)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전문가 그룹도 규모와 결과면에서 ‘무력공격’의 수준에 도달하고, 즉,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수행하거
나 기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사이버작전은 ‘무력사용’으로 인정된
다42)고 하였다.
특정 사이버공격이 무력사용과 무력공격에 이르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인명살상과 물적 파손을 기준으로 한 결과기
반 분석법, 사이버공격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됐느냐로 결정하는
도구기반 분석법, 그리고 사이버공격이 국가핵심시설에 대한 무장공
격인지 아닌지로 결정하는 책임 분석법이다. 그중 결과기반 분석법
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43) 비가시적인 손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고, 분석기준과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다소 주관적이
며, 공격의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만 무력사용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공격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
응조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탈린매뉴얼은 특정 사이버 공격이 ‘무력사용’에 이르는지를 평가44)
하기 위해 여덟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45)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

41)	Michael N. Schmitt (ed.),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2017), p.331; Kosmas Pipyros et al. “A cyber attack evaluation methodology,”
Proc. of the 13th European Conference on Cyber Warfare and Security. 2014.
p.5.
42)	Schmitt, supra note 41, pp.87-104. Rules 15-18.
43)	Jeffrey L. Carton, “DISTINGUISHING ACTS OF WAR IN CYBERSPACE:
ASSESSMENT CRITERIA, POLICY CONSIDERATION, AND RESPONSE
IMPLICATIONS,” U.S. ARMY WAR COLLAGE STRATEGIC STUDY
INSTITUTE, U.S. ARMYWAR COLLEGE PRESS, October 2014, p.21.
44) Schmitt, supra note 41, pp.333-336. RULE 69. 9. (a)-(h).
45)	David E. Graham, “Cyber threats and the law of war,”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Law & Policy 4(2010).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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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고, 개별 항목의 평가에 대한 합을 산정하지 않는다. 여덟 가지
기준은 심각성, 즉각성, 직접성, 침략성, 측정성, 군사적 속성, 국가
관여성, 합법성추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가와 군대가 공격에 직간
접적으로 관여할수록,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고 규모가
클수록, 공격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할수록, 공격이 피해의 직접
적 원인을 제공할수록, 피해국의 물리적 국경선 밖에서 자행되어 피
해국 영토 및 네트워크에 대한 침투성을 강하게 띨수록,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격행태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할수록, 무력
사용 더 나아가 무력공격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론”46)이다. 각 항목
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황적 증거로써 “정치적 환경, 사이버 조작이
미래 군대의 사용을 예고하는 지의 여부, 공격자의 정체, 공격자의
사이버 조작의 기록, 핵심기반시설 등 목표물의 성격 등이 평가”47)되
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기준에 의한 평가와 국제법 전문가들의 무력
사용에 대한 정의, 실제 사이버 공격 사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해 볼 때, 지난 20여 년간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UN 헌
장 제2조(4)가 정한 무력행사 수준의 사이버 공격은 아직까지 없다.48)
그러나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은 여러 항목의 국제규범을 위반하였다.
첫째,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은 국제적 불법행위로써 국제의무위반
이며 타국의 이익에 대한 침해이다. 국가책임법 제12조에서는 “국가
의 행위가 국제의무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의 연원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국제의무 위반이 존재하게 된다”

46) 박기갑, 사이버전쟁 내지 사이버공격과 국제법, 『국제법평론』 제32호(2010), p.43.
47)	Schmitt, supra note 41, p.337.
48)	Russell Buchan, “Cyber Attacks: Unlawful Uses of Force or Prohibited
Interventions?,”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 17(2)(2012).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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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한다. 국제의무는 국제관습법, 조약, 국제법질서 내에서 적
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 등을 통해 성립한다. 또한 국가는 자신의 일
방적 약속(일방행위)을 통해 국제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49) 나아가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의도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어
떤 국가행위도 불법적 무력사용이며, 이는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된
다.50) 이와 같이 각국은 명문규정이 없어도 사이버공간에서 무력분
쟁을 규제하고, 개인의 권리보호와 존엄을 유지하고 확보하고자 하
는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책임법 제16조에서는 “타국가를 지원 또는 원조하여 (a) 그 국가
가 타국가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그렇게 할 경우, (b) 만약 그 행위
가 그 국가가 실시하면 국제위법행위인 경우 국제위법행위를 실행한
국가는 국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워너크라이 공격, 미국의
소니, 이란, 조지아,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불법행위로써
국제의무위반이며 타국의 이익에 대한 침해이다. 한국에 대한 사이
버 공격은 인명살상은없었지만, 경제손실과사회혼란을가져왔고, 국
가안보를위협했으므로 국제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더 나아가 “북한
이 의도적으로 제한된 시간동안 사이버역량을 활용하여 바이러스를
통해 한국정부와 민간네트워크를 무력화시켰으므로 이는 영토보존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UN 헌장 제2(4)조를 위반했다”51)는 주장도 있다.
49)	1970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2625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일명 우호관계원칙선언)을 어기는 행
위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XXV),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vailable at www.un-documents.net/
a25r2625.htm (Retrieved on Nov. 4, 2017).
50)	Walter Gary Sharp, Sr., “Cyber space and the Use of Force,” Aegis Research
Corporation, 1999, p.102.
51)	Tom Papain, “North Korea and Cyberwarfare: How North Korea’s 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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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무력분쟁에 관
한 법(Law of Armed Conflict)에 따르면 공격이 합법적이기 위해
서는 대상이 군사시설이어야 하며, 공격수단과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공격자는 민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52) 미국의 소니, 이란,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한
국에 대한 수차례의 사이버공격은 그 공격대상이 민간시설이나 민간
인이었으므로 이를 금지한 국제인도법의 위반이다.
셋째, 한수원과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내정간섭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다. 소니사에 대한 공격의 경우, 김정은을 희화
화한 영화 상영을 중지하도록 미국정부와 유엔사무총장에게 압력
을 가하고 협박한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소니사에 대한
공격은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국제 불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이다.53) 또한 한국 한수원 해킹의 경우, 해커는 한국
이 크리스마스까지 세 개의 원자로 가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트
위터를 통해 협박하고 해킹공격을 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의사에 반
하여 북한이 자신의 의사를 한국에 강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
로, “피해국의 상응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54)하다. 국제관습법
에 따르면 한 국가는 타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면 안되며, UN 헌
장도 주권평등에 기초하여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금지하고 있

Attacks Violate,” Journal of Korean Law I , Vol. 11(December 2011), p.47.
52)	Michael N. Schmitt, Essays on Law and War at the Fault Lines (Asser Press,
2012), p.176.
53)	Michael N. Schmitt, “International Law and Cyber Attacks: Sony v. North
Korea,” Just Society, (2014, 12.17), available at https://www.justsecurity.
org/18460/international-humanitarian-law-cyber-attacks-sony-v-northkorea/ (Retrieved on Nov. 4, 2017).
54)	성재호. 컴퓨터네트워크 공격과 국제법상 대응조치-UN헌장 해석을 중심으로-, 『미
국헌법연구』, 26(2)(2015),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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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5) 또한, 탈린매뉴얼에 의하면, 다른 국가의 사이버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해당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이 정부를
강제하면 간섭이나 무력행사가 될 수 있고, 공격받은 국가는 대응조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다(탈린매뉴얼 규칙 1-4).
넷째,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은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침해
이다.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주권을 존중할 의무를 수반하며
(탈린매뉴얼 규칙 6-7), 일국은 자국에 귀속되며 국제의무를 위반한
사이버 작전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탈린매뉴얼 규칙
14-30),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유엔헌장 2(4))를 삼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이
버작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무력사용에 가깝다.56) 사이
버공격이 무력사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이버공격이 규모와 결과면에서 재래식 공격과 비교할만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57) 이 공격으로 1,000여 기의 원심
분리기가 파괴되었고, 약 2년 동안의 핵무기개발이 지연되었다. 다
른 하나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에 의해 귀속되어야 하는데, 미국과 이
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른다
고 평가하기도 한다.

55) UN Charter Article 2, 1 and 7.
56)	Michael N. Schmitt, “Classification of Cyber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 17(2)(2012), p.252.
57)	Schmitt, supra note 41,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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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이버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
1. 사이버안전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인 주요논의
유럽국가들은 2000년 무렵부터 CECC를 구성하여 본격 대비하였
고, UN을 중심으로 GGE가 2004년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해 논
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SCO, G20, APEC, ARF(ASEAN Regional
Forum) 등 주요국제기구가 사이버안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활동을 살펴본다.
가.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GGE)
GGE는 사이버공간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 1998
년 러시아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UN 산하 제1군축위원회의 소
속으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하여 대륙간 분배에 따라 처음에는 15
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제3차 회의에서 회원국은 UN 헌장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유효하다
고 합의하였고,58) 특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합의한 현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기본원칙인 국가주권,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
적 해결, 무력사용금지, 국내문제 불간섭,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
중 등의 사이버공간 적용을 재확인했으며, 세부적인 합의도 도출하

58)	UN General Assembly, A/68/98. (24 June 2013).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available at https://ccdcoe.org/
sites/default/files/documents/UN-130624-GGEReport2013_0.pdf (Retrieved
on Nov.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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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59) 그러나, 2017년 6월 제5차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015
년 제4차 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주권, 국가대응범위, 국제인도
법을 사이버공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원칙과 규칙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으나 추가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60) GGE
는 20여 개국이 갖는 대표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UN을
통한 공식 협의창구이며, 주요 국가가 모두 참석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한 국제법과 규범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 8개국이 회원국이며,61)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군사
협력은 물론 회원국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더 나아가 SCO는 현재 사이버거버넌스와 국제 사이버안전
협력논의에서 비서방국가들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9)	UN General Assembly, A/70/174 (22 July 2015),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available at https://undocs.org/
A/70/174 (Retrieved on Nov. 4, 2017); 박노형, 정명현, “제4차 정보안보에 관한 유
엔정부전문가그룹 논의 분석과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전망,”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pp.173-198.
60)Michael Schmitt and Liis Vihul, “International Cyber Law Politicized:

The UN GGE’s Failure to Advance Cyber Norms,” Just Security, (30 June
2017), available at https://www.justsecurity.org/42768/internationalcyber-law-politicized-gges-failure-advance-cyber-norms/ (Retrieved
on Nov. 4, 2017).
61)	연 합뉴스, “인도·파키스탄, 상하이협력기구 가입…‘30억 아우르는 기구로’,”
2017.6.9. 몽골, 이란, 벨라루스, 아프가니스탄 등이 참관국으로, 스리랑카·터키·아
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캄보디아·네팔 등 6개국은 대화 파트너로 SCO에 참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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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 회원국들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민주화 요구후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정보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테러리즘, 극단주의, 그리고 분리주의를 경
계하고,62) 이를 위해 국가주권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될 것을 주장
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의 군사화를 반대하고 있다.
다.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NATO의 CCDCOE(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re of
Excellence)가 20여 개국의 학자들을 초정하여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탈린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은 UN 헌장, 국가
책임법, 제네바와 헤이그조약 등 현재의 국제규범을 언제 어떻게 사
이버공간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재해석하여 만든 사이버분쟁에 관한
지침서이다. 탈린매뉴얼 초판(2013)은 국가간의 사이버분쟁에 현재
의 국제법을 적용하였으나, 개정판인 탈린매뉴얼 2.0은 무력사용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경우 각국이 어떤 대응조
치를 할 수 있는 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탈린매뉴얼이 사이버공간에서 무기사용을 합법화하여 사이버공간
을 군사화 시켰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지만, 사이버전쟁이나 분쟁
이 유발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오해와 분쟁소
지를 줄였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회원국이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
속력이 없으며, 2017년 개정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벨라루
스 전문가가 참석했고, 많은 국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고는 하

62)	Galiya Ibragimova, “After 15 years, the SCO is ready to expand,” Russia
Direct, (30 June 2016), available at http://www.russia-direct.org/analysis/
after-15-years-shanghai-cooperation-organization-ready-expand
(Retrieved on Nov.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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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63) 여전히 서구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라.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CECC)
유럽범죄조약 또는 부다페스트범죄조약으로 알려진 세계 최초
의 범죄조약으로 2004년 효력이 발생됐고, 2017년 현재 약 57개국
이 회원국이며, 회원국에 대한 강제조항을 가지고 있고, 조약의 규정
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실체법과 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 CECC
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의는 물론, 사이버범죄가 증거를 파괴하거
나 조작하기 쉽다는 점, 국내법만으로는 초국가적 범죄해결이 불가
한 점 등 초국가적 범죄의 특징을 반영하여 국제공조의 모델을 확립
하였고, 특히, 24/7 네트워크 공조를 통한 실시간 증거수집·보존
및 기소와 관할 국가에 범죄인 인도 규정 등64)은 사이버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항이며, “형사실체법과 전자증거의 압수
수색절차와 관할권규정을 포함한 절차법적 규정을 포괄했다는 점”65)
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
나 지적재산권의 획일적 적용, 일방적 국제수사로 인한 상대국 국가
주권의 손상 우려, 각국의 기본권 허용범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
고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수사해야 하는
점 등은 검토개선이 필요하다.

63)	Michael J. Adams, “A Warning About Tallinn 2.0 … Whatever It Says,”
Lawfare, (4 January 2017), available at https://www.lawfareblog.com/
warning-about-tallinn-20-%E2%80%A6-whatever-it-says (Retrieved on
Nov. 4, 2017).
64)	Convention on Cybercrime, Budapest, 23.XI.2001, available at http://
www.europarl.europa.eu/meetdocs/2014_2019/documents/libe/dv/7_conv_
budapest_/7_conv_budapest_en.pdf (Retrieved on Nov. 4, 2017).
65)	김한균, 김성은, 이승현,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연구–유럽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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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GIG)
인터넷거버넌스는 사이버공간의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보사
회세계정상회의(WSIS)는 인터넷거버넌스를 “정부, 민간영역, 시민
사회가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을 위해 서로 공유하는 정책, 규범, 규
칙, 의사결정과정,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적용하는 것”66)으로 정의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 주요기능 중 하나로 사이
버안전(cybersecurity)을 제시하고 있다.67) 인터넷거버넌스에서는 인
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방식이 주장되고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의 개발 취지와 특
성을 반영하여 모든 관련자와 단체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다중이해당
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관리의 국제
적 필요성과 인터넷의 초국가성, 사용자의 증가, 익명성 악용에 대한
국가중심의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이다.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의 자유주의적 특성
과 인터넷의 자원관리 권한에 관해 어떤 시각을 갖는가에 따라 다르
다. 현재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는 민

66)	Château de Bossey,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June 2005, p.4, available at http://www.wgig.org/docs/WGIGREPORT.pdf
(Retrieved on Nov. 14, 2017).
67)	Cybersecurity governance의 여덟 가지 과제는 1) Securing Network Infrastructure,
2) Designing Encryption Standards, 3) Cybersecurity Regulations/Enforcement,
4) Correcting Software Security Vulnerability, 5) Software Packet Management,
6) Securing routing, Addressing, DNS, 7) Responding to Security Problems,
8) Trust Intermediaries Authenticating Web Sites, Laura DeNardis and Mark
Raymond, “Thinking Clearly about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Paper Presented at Eighth Annual GigaNet Symposium, (Oct. 13, 2013), p.5,
available at http://unctad.org/meetings/en/Contribution/CSTD_2014_Con_
Raymond1.pdf (Retrieved on Nov.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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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문가, 기술자, 사용자 그룹 등 다중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인터넷
자원관리의 미국독점에 대한 각국의 비난 여론의 증가, 인터넷범죄
와 사이버공격의 증가로 인한 인터넷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각국
정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2013
년에는 미국의 무차별 도감청에 대한 스노든의 폭로와 이에 대한 각
국의 비난으로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사이버공간
에서 정부의 적극적 관여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Net Mundial 회
의 등을 통해 민간중심의 인터넷 운영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현재
의 ICANN 중심의 인터넷거버넌스는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가 동일
한 수준에서 인터넷의 제반문제를 논의하여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방
식이므로 안보, 무역, 환경분야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정부간 협약과는
다르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이버범죄와 국가주도사이버공격 등 사이버안
전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지속적인 발
전과 사이버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반영하
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와 국가중심의 문제해결과 안전을 강조하는
다자주의 두 가지 이론의 장점의 융합이 필요하다.

2. 국제 사이버안전규범 제정 논의의 제약점
기본적으로 현재의 국제규범은 영토에 기반을 둔 주권국가를 중심
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성, 초국가성, 익명성, 동시성 등을 악용한 사
이버공간의 위협요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
제체제는 저강도 사이버공격, 즉 전쟁수준에 이르지 않는 국가주도
사이버분쟁을 해결하는 매커니즘이 없다. 따라서 사이버분쟁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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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
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국제규범을 사이버공간에 적합하도록 재해
석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국제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 및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측과 중국 및 러
시아를 중심으로 한 비서방측간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인
식과 의견대립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각국의 디지털
디바이드,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 그리고 사이버안
전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것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
터넷 주소체계의 관리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사이버공간의 주
도권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거버넌스68) 문제중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처리이다. 외견상 과학기술
적 문제로 보이지만, 주소를 할당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
가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69) 미국은 ICANN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터넷 주소자원과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 왔다. 그간 ICANN이 민간조직으로써 표면적으로는 DNS 등
기술측면의 관리를 담당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영향력을 행
사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특정국가의 인터넷의 주소 독점관리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며, 갈등의 요인이 되어왔다.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방측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의 안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정부, 민

68)	협의의 인터넷거버넌스는 인터넷기능을 가능케 하는 도메인네임, 주소, 표준, 그리고
프로토콜과 같은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의 관리와 협조를 포함하며, 광의의 인터넷거
버넌스는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인터넷 자유, 전자상거래 그리고 사이버안전과 같
은 인터넷정책관련 쟁점들을 포함한다. Lennard G. Kruger, “Internet Governance
and the Domain Name System: Issues for Congress,” Congres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2013), p.1.
69)	조화순, “글로벌 거버넌스의 내재화: 인터넷거버넌스 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
총』, 47(2)(2007),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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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재의 인터넷 질서체계의 유지를 선호하
고, 각국이 자국내의 사이버범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사이버안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서방측은 사이버공
간에서 국가의 주권 존중과 정부규제를 강조하는 국가 중심적 인터
넷 질서체계의 수립을 강조하고,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화학무기
에 관한 합의와 같은 사이버무기 감축을 주장하고 있으며,70) 국제조
약을 선호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틀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행히 학술단체나 민간 연구기관은 사이버공간의 위협요소들
을 극복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2011년에는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제네바협
약과 헤이그협약, 그리고 국제인도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합
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71) 양측은 사이버안전이 필요하다는 긴박
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제3차 UN
GGE회의에서 현재의 국제규범이 사이버공간에 적용가능하다고 최
초로 합의했고, 이어 같은 해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세계사이버스페이
스 총회에서도 이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합의했다.72) 또한, 인터넷상

70)	Ido Kilovaty and Itamar Mann, “Towards a Cyber-Security Treaty,” (3 August
2016), available at https://www.justsecurity.org/32268/cyber-securitytreaty/ (Retrieved on Nov. 4, 2017).
71)	Karl Rauscher and Andrey Korotkov, “Working Towards Rules for Governing
Cyber Confict, Rendering the Geneva and Hague Conventions in Cyberspace,”
EastWest Institute Russia-US Bilateral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2011), pp.6-8. 사이버공간과 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통점 Ten Joint
Observations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Five Joint Recommendations (사이버공
간에서 보호되어야 할 주체의 구분,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시를 사이버공간에 적용, 새
로운 비국가적인 주체들과 네티즌의 힘과 지위에 대한 인식, 사이버무기도 제네바협약
에 적용, 전쟁·평화 이분법이 아닌 ‘전쟁과 다른 형태’로써의 사이버전에 대한 고려)
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72)	http://www.undp.org/content/seoul_policy_center/en/home/press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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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쟁도 다자적이든 양자적이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이버공
간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규범을 만들어 나가고 있
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버안전에 대한 용어통일에 합의했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좁혀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영향하에 민간대표
로만 운영해오던 인터넷주소관리기구73)가 각국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
고 정부대표를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켰고, 2016년부터는 미국으로
부터 완전 독립하여 기구를 운영하는 등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노
력을 보이고 있다.

V.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의 제안
1.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의 방향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은 현재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취약성
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와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공격자를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찬성하
는 사이버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규범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사이버공격과 범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안전규범 제정이 시급
한 반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articles/2013/10/18/-seoul-framework-could-make-cyberspace-safermore-accessible-.html (Retrieved on Nov. 4, 2017).
73)	ICANN은 1998년 11월부터 비영리단체로써 미국연방정부가 총괄하고 있던 인터넷 도
메인 이름, IP 주소를 관리감독해 왔다. Kruger, supra note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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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 등 국제협력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현재의 국제규범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합의했으므로 새로운 국제사이버안전규범
은 첫째, 현재의 국제규범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되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조항을 만들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둘째, 그럼에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 접근성, 공개성, 초
국가성 등이 제한 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GGE, SCO 등 국제협력
의 합의사항은 물론 국제규범제정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미국, 중
국 등의 요구사항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국제사이버조약
(Budapest, SCO 등의 조약)의 가입에 각국이 주저하는 이유를 해소
하여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 국제규범의 사이버공간 적용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에는 현재의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는
UN 헌장과 국가책임법,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 그리고 무기의 무제한 사용 금지와 불필요한 고통과 과도한 부
상을 줄 수 있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헤이그협약의 기본정신이 포
함되어야 한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과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도입하여 우주와 핵무기의 평
화적 이용 정신을 사이버공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이버안전규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있
지만, 현재의 국제규범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한 ‘인터넷의 평화적 이
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에
인터넷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현 국제
규범의 인터넷 공간확대적용, 현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의 주요내용의
세계적 확장, 우주조약과 핵확산금지조약의 평화정신을 사이버공간
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인터넷 평화원칙은 사이버공간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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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안전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다
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우회공격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인터넷 평화적 이용 10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 모든 국가는 사이버공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원칙 2 : 모
 든 국가는 자신의 ICTs 관련 인적, 물적, 시설적 요소가
다른 국가에 대한 불법 공격에 이용되도록 알면서 허용해
서 안된다.
원칙 3 : 국
 가는 사이버공간에서 핵발전시설과 같은 국가핵심시설, 민
간인과 그 관련 시설에 대해 선제 사이버공격을 하면 안된다.
원칙 4 : 국
 가는 합법적 자기방어나 대응조치 목적외에 국가주도사
이버공격을 사용하면 안된다.
원칙 5 : 모
 든 국가는 사이버무기와 방법의 무제한 사용을 규제해
야 한다.
원칙 6 : 국가는 사이버공격을 예방, 수사, 처벌하기 위해 다른 국
가와 협력해야한다.
원칙 7 : 공
 격국가는 사이버공격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 8 : 사
 이버공격을 받은 국가는 합법적 배상의 요구와 합법적
자기방위와 대응조치권을 가진다.
원칙 9 : 유엔은 사이버안전위협의 예방과 제거, 사이버공격 억제
를 위해 사이버봉쇄와 같은 효과적인 집단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원칙 10 : 밝은인터넷74)과 인터넷의 평화적 이용원칙에 대한 회원국
74)	인 터넷의 평화적 이용원칙은 밝은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밝은인터넷은
KAIST 석좌교수인 이재규교수가 2015년 사이버범죄자를 밝혀내기 위한 것으
로 발송자책임원칙 등 5대 원칙을 제안한 것임(https://sites.google.com/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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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준수 확인, 원칙위반 제재와 복권 등을 위해 UN
관리하의 국제기구수립과 국제회의의 운영이 필요하다.
나.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장점을 보존
사이버안전조치로 인해 익명성, 접근성, 초국가성,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보장 등 발전의 원동력이 된 인터넷의 장점과 특징을 훼
손하지 않아야 한다. 익명성은 때론 즉흥적이고, 비합리적인 여론몰
이, 악플 등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제한없이 의견
을 표현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내부고발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
며 더욱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 개인의 권리이므로 침해되
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오늘날 인터넷이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누
구나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이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의 선거 등 주요 행사시 유언비어 유포 등 대남 심리전에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의 미국 대
통령선거 개입의혹, 독일과 프랑스 선거 개입의혹, 역정보활동 등이
의심되고 있으므로 왜곡되거나 불법 정보가 유통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초국가성은 다른 국가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함으로써 이를 비교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
기를 제공하였다. 북아프리카의 시민운동(자스민)에서 페이스북의
역할은 초국가적인 인터넷의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
다.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관리이므로 타국의 간섭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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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할 수 있으나,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국제사회가 압력과 비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익명성,
접근성, 공개성, 초국가성 등의 특성은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권이 되
었으므로 안전조치로 인한 이들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 주요 국제 사이버안전기구와 주요 국가들의 공통요청사항 반영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위협요인에 대
한 인식, 그에 대한 대책 등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UN GGE,
G20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금지, 국가핵심시설
등에 대한 공격금지, 사이버공격의 선제적 사용금지(no-first use
of cyberattack)와 신뢰구축(confidence-building) 등에 합의하였
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도 자국내 사이버인력과,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자국은 물론 타국에 피해를 주는 사이버범죄
나 사이버공격을 예방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공통합의 사항
들이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GGE의 합
의사항과 아직 많은 국가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제규범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한 탈린매뉴얼, 그리고 유럽범죄조약 등의 주요내
용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규범 수립을 선도하는 주요국가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사이버공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제5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75) 중대한 사이버공격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재래식 공격과 같이
무력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76)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75)	Economist, “War in the fifth domain,” 1 July 2010, available at http://www.
economist.com/node/16478792 (Retrieved on Nov. 4, 2017).
76)	Bianca Bosker, “Pentagon Considers Cyber Attacks To Be Acts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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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촉진, 안전강화, 자유로운 표현과 혁신을 증진하는 공개, 상
호운용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통신공간을 추구하
며, 이를 위해 각국이 책임있게 법에 따라 행동할 것77)을 강조한다.
중국, 러시아 등과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안전에 힘쓰고 있다. 특
히 CECC 회원국으로써 민간중심의 인터넷거버넌스도 강조하고 있
으며, 각국이 자국의 사이버범죄나 불법행위를 통제하면 사이버안
전이 달성되며, 현재의 국제규범이 사이버공간에 적용이 가능하지
만, 사이버공간에 적합한 재해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
다. 미국정부는 2016년 9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전반에서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기능78)을 국제적인 관리에 맡겨 미
국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각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중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사이버협력전략에서 GGE를 포함해
지역적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사이버공간에
서 IT 오용이나 무기경쟁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했다.79) 중국은 SCO
회원국들과 지난 2015년 UN에 제출한 개정된 ‘정보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
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80) 또한

WSJ,” Huffpost , 31 May 2011, available at https://www.huffingtonpost.
com/2011/05/31/pentagon-cyber-attack-act-of-war_n_869014.html
(Retrieved on Nov. 4, 2017).
77)	I 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p.8, available at https://
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international_
strategy_for_cyberspace.pdf (Retrieved on Nov. 4, 2017).
78)	IP 파라메터 할당관리, DNS 루트존 관리책임, 인터넷 넘버링자원 할당, 최상위 도메
인 관리 등의 관리, https://www.ntia.doc.gov/category/iana-functions (검색일:
2017. 11. 20).
79)	T ian Shaohui, “Full Text: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Xinhua, 1 March 2017, available at http://news.xinhuanet.com/
english/china/2017-03/01/c_136094371_4.htm (Retrieved on Nov. 4, 2017).
80)	Timothy Farnsworth, “China and Russia Submit Cyber Proposal,”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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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안전문
제를 해결하고 특히, 악의적 행위에 대한 상호협력, 지적재산권 도용
을 위한 행위 또는 지원금지, 국가행위에 대한 국제규범수립노력, 사
이버범죄에 대한 고위급회담개최 등 네개 항에 합의하였다.81) ‘사이
버안전법’(2017년 6월)에 따라 국가핵심시설(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범위를 발전, 수송, 금융뿐만 아니라, 인민의 생
활에 해를 주는 것까지 포함시켜 다양한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했으
며, “반정부와 관련한 자료라고 판단하면 바로 검열할 수 있고, 인터
넷 접속도 차단”82) 한다.
러시아는 정보공간(Information Space)에서 통제되지 않은 정
보가 사회,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83) 러
시아는 ‘국제정보안전에 관한 초안 협약(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체
제를 위협하는 정보유통은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해협력기
구가 제안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러시아는 특히 “전쟁 발발시에 가동하는 악성 코드나 회로를 비
밀리에 상대편 국가에 깔아놓는 행위의 금지, 비교전자(非交戰者)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의 적용, cyberspace에서 익명의

Control Association, 2 November 2011, available at https://www.armscontrol.
org/act/2011_11/China_and_Russia_Submit_Cyber_Proposal (Retrieved on
Nov. 4, 2017).
81)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ACT SHEET: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25 September 2015, available at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9/25/factsheet-president-xi-jinpings-state-visit-united-states (Retrieved on Nov. 4,
2017).
82) 성기노,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제정, 우리나라는?,” 『보안뉴스』, 2017.6.1.
83)	Keir Giles, “Russia’s public stance on cyberspace issues,” In Cyber Conflict
(CYCON), 2012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EE, 20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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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cyberspace상 기망적 활동 금지 등에 역
점을 두고 있다.”84)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중러 사이버안
전조약, 2015)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화학
무기와 같은 군축협상을 통해 사이버무기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갖
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14년 국내에서 보안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85)
라. 현재 국제사이버조약의 발전제약요인에 대한 개정내용 반영
새로운 국제사이버조약은 현재의 국제사이버조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럽범죄조약은 국가간
의 ICT 수준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과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국경을 넘는 일방적 국제수사조항이 조약 발
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브라질은 유럽범죄조약 제10조(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의 지
적재산권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데,86) 특히 많은 아시아, 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적재
산권 위반에 대한 법률조항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각국의
사정을 배려하여 사안별, 국가별 유예조항을 설정하는 등의 보완조
치가 필요하다.87) 다음으로 러시아 역시 유럽범죄조약 제22-35조(국
제수사협력) 내의 초국가적 수사조항에 대해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

84) 박기갑, 앞의 논문(주 46), p.75.
85)	Damien Sharkov, “Vladimir Putin Defends China’s Internet Censorship,”
Newsweek , 4 April 2017.
86)	Brian Harley, “A global convention on cybercrime?.” Columbia Science and
Technology Law Review , 11 (Mar. 23, 2010).
87)	유럽범죄조약 제10조는 Offences related to infringemen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를 규정하고 있다. Convention on Cybercrime, supra note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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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88) 미국은 이미 비준까지 마쳤지만, 시민단
체들이 동 조약에 가입할 경우,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자유발언을 규
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사요청이 올 경우, 미국 내에서 법적 절차 없
이 다른 국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반대하였었다.89) 이러한
문제는 이의를 제기한 이들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원국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논쟁이 되
는 조항을 융통성있게 조정하여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에 반영
한다면 국제적 합의를 쉽게 이끌 수도 있다.

2.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이 포함할 주요내용
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책임귀속조건 보완
현재 사이버공격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공격자 IP, 공격
경로, 공격방법, 그리고 정황적 증거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IP를
도용할 수 있고,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토르(The
Onion Router) 등을 통해 우회공격이 가능하며, 제3국을 통한 공격
이 가능하므로 전문가들은 “사이버작전이 정부의 사이버기반시설에
서 착수되었거나 기원하였다는 사실은 당해작전을 그 국가에 귀속시
키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국가가 관련되어 있다는 지
표가 된다”90)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IP를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여 범죄에 이용된 IP의 소유국이 범죄나 공격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수사에 적

88)	Giles, supra note 83,
89)	Nate Anderson, “’World’s Worst Internet Law’ ratified by Senate,”arsTechnica ,
5 August 2006.
90)	Schmitt, supra note 41,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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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IP의 위·변조를 막
거나, 위·변조 후에도 공격 근원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고, 각국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발송되거나 수
신하는 정보에 대해 검색을 강화한다면 공격의 근원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유국가의 책임범위
공격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3국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공격자가 자신의 위치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각국의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안전이 취약한 시스템을 공격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목
표시스템에 침입하는 우회공격을 하는91)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자
가 컴퓨터 안전조치에 무관심하거나 경제적인 비용문제로 안전을 소
홀히 하는 개인사용자 또는 소상인들의 PC를 감염시켜 좀비 PC로
이용하는 것이다.92)
만약 자국의 사이버인력과 시설이 다른 나라의 이익에 해를 주는
사이버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격국에 대한 지원이나
이용을 허용할 경우는 국제적인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즉각 중지되어
야 한다.93) 더 나아가 타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자국이 관할하는 사
이버공간의 인력, 장비와 시설이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에게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94)

91)	Kunikazu Yoda and Hiroaki Etoh, “Finding a connection chain for tracing
intruders,” ESORICS, Vol. 1895(October 2000), p.191.
92)	Brent Rowe, Dallas Wood, Douglas Reeves, and Fern Braun, “The Role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Cyber Security,” Institute for Homeland Security
Solutions, June 2011, p.2.
93)	UN General Assembly, supra note 59, p.129, Article 16.
94)	UNODA,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Disarmament Study Series No.3(2010),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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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의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책임범위
익명성, 초국가성 등 사이버공간의 많은 특징이 비국가행위자들
에게 최적의 무기가 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가 이들의 활동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
이 되고 있다. 한 국가가 국제조약에 서명하면, 그 국가내의 비국
가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실체와 개인은 좋든 싫든 그것에 구속되어
야 하므로,95) 사이버공간에서 소속국가의 법률적 통제에서 벗어난 어
나너머스나 룰즈섹 등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통제의 문제도 국제 사
이버안전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그간 국제사
법재판소는 국가가 행위자에게 효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하는 경우, 국가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으나,96) 국
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에게는 효율적인 통제를, 계급
적으로 조직된 그룹에게는 전반적인 통제(overall control)를 한다면
국가가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각각 판결97)하였는데, 이는 국
가가 실제 책임을 져야하는 일과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간의
해석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98) 러시아 핵티비스트가 조지아

95)	Margaret S. Busé, “Non-state actors and their significance,” Journal of
Conventional Weapons Destruction , Vol. 5 Issue 3(2001), 35. p.3.
96)	국 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판결때 처음으로 효율적 통제를 분명히 하였으며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 v. US),
1986 ICJ 14 (27 June). para. 115 Michael N. Schmitt, Tallinn Manual 2.0의 p.96
에서 재인용), Genocide 판결에서도 확인하였다(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 and Herz.
v. Serb. and Montenegro), 2007 ICJ 108 (26 February). para. 404 Michael N.
Schmitt, Tallinn Manual 2.0의 p.381에서 재인용).
97) S
 tefan Talmon, “The responsibility of outside powers for acts of secessionist
entiti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58.3(2009): p.512.
98) Elena Laura Álvarez Ortega, “The attribution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a State for conduct of private individuals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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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가담한 사례가 있으므로 비국가
행위자의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가 책임져야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계산 방법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국가간의 합의
가 필요하다. 사이버공격의 피해결과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혹은 어떤 변수를 설정하는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어려운 점
은 “피해액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들의 출처에 대한 낮은 신뢰도, 절
대적으로 부족한 표본의 수, 표준화된 방법론의 부재”99), 국가간의 기
술격차 등에서 비롯되며, 특히 피해당사자들은 자사의 주가하락이나
법적분쟁 등100)의 이유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왜냐하면, 공격당한 사실을 발표하면 다른 범죄자들이 또 공격할
것이며 소비자, 공급자, 투자자들의 신뢰가 손상되고 경쟁자들의 조
롱도 받기 때문이다.101) 또한 과거의 피해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현재
와 향후 미래에도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국제협력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방법을 합의하고, 동일방식을 적용하여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
해금액을 산정한다면 피해국이 피해액을 부풀린다는 불필요한 오해

State,” InDret , 1(2015), Abstract.
99) 서
 승우, 『보안의경제학』(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36.
10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rotecting the Brand: Cyber-Attacks
and the Reputation of the Enterprise,” Radius, 22 March 2016, available at
https://www.vmware.com/radius/cyber-attacks-and-the-reputation-ofthe-enterprise/ (Retrieved on Nov. 4, 2017).
101) Y
 ong Guan, Managing Information Security: Chapter 11 Network Forensics,
2013,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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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식시키고, 체계적인 사고분석과 함께 그에 따라 국가가 대응해
야할 범위도 명확해질 수 있다.
마. 정부와 민간의 협력강화
사이버공간에서 주로 각국의 민간기업이 전기, 철도 등 기간산
업을 관리하고, 다국적기업도 개별국가의 주요기반시설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이 사이버공격이나 테러에 취약한 IoT, AI,
mobile, big data, cloud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이버공간
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사
고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방안도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에 포함
되어야 한다. 워너크라이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화, 지능
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바.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대응범위
국가주도사이버공격에 대해 국가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대
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는 선제적 공격이다. UN 헌장에 무력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으나, 곧 닥칠 위협이 명확하고 현저하여 불
가항력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 있으
며, 특히 사이버공격의 경우 백만분의 1초에 클릭 한번으로 또는 사
전 프로그램된 공격이 가능하고, 공격받은 후에는 반격할 수 없는 상
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공격이 가능하다고 분석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선제적 공격은 미래의 위협요소에 대해 사
전에 공격을 통해 그 불안을 제거하는 예방적 공격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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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무력공격의 경우이다. 사이버공격이 중대한 부상이나 물리
적 파손(significant injury or physical damage)을 초래하면, 무력
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에 따라 피해국가는 필요성과 비례
성의 원칙에 의해 대응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이버 또는 재래식 무
기 사용이 가능하다. 사이버공격이 무력사용에 해당한다면 피해국가
는 UN 헌장 51조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사이버공격으로 인명살상과 물적파괴가 발생하여 ‘무력사용’
요건에 해당되면, 피해국가는 대응조치가 가능하다. 대응조치는 국
가책임법 제22조에 따라 중지요청 → 배상청구 → 평화적 대응조치
→ 대응조치 → 유엔안보리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넷째는 불법적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이다.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경우이며 무력사용에 이르지 않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이
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미국 소니사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국가이익을 침해하면, 국가책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해 대등한 행위(균형)로 대응조치(강
제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피해국가가 국가안보의 위협을 느끼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대응조치나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즉, 국가책임법
제25조에 따르면, “필요성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102) 그 필요한 조치
를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사이버 기반시설의 차단이나, 국가의 대응
해킹(counter hacking)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규범은 시
간이 경과한 후 무력보복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이버공격이 종료된

102) UN General Assembly, supra note 59, p.167, Article 25 Necessity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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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피해국가가 공격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섯째는 집단적 제재조치이다. 현재의 UN 헌장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사이버제재가 가능하다.
사. 규칙위반에 대한 처벌과 복귀조건
각국은 자국내의 사이버인력, 장비, 시설이 타국의 공격에 이용되
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due diligence).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사이버공격의 통로가 되는 국가나 ISP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상
습적으로 사이버안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나 ISP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상습적인 위반자들은 일정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
의 국가 ISP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의 ISP들이 트래픽의 출입을 거부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문제의 국가 공무원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을 거부하거나, 일정한 IT기기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사이버트래픽
의 전체적인 양과 규모를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제사이버망
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잘못에 대한 처벌후의 복
구조건도 국제협력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아. UN 관리하의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운영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기구는 위에 언급한 여러 원칙의 시행은
물론 회원국 관리, 위반국가에 대한 처벌과 복귀 등 국가가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하므로 UN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 운영이 바
람직하다.
먼저, 사이버안전원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국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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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UN과 같은 기존의 협력 메
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안전조치의 시행과정에
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UN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당사국에게 컴퓨터 데이
터, 전송데이터의 신속한 보존 및 가입자정보 공개를 위한 조치를 의
무화” 103)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UN관리하의 국제인권단체의 감사나
공정한 국내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을 수 있다.
<그림 2.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

103) 김
 한균외 2인 앞의 글(주 66),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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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과 향후 연구
사이버범죄와 사이버공격은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심
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 국가가 정치적 목적
을 가지고 직접공격을 감행하는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테러지원 국가로 다시 지정된 북한과 같은 국
가가 항상 사이버테러를 노리고 있으므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공
격은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연구는 8가지 국가주도사이
버공격을 분석하여 심각성을 확인하고, 사적주도공격과 비교분석을
통해 공격의 목적, 수단, 방법, 경로, 결과 등 분석을 토대로 국가주
도사이버공격을 UN 헌장, 국가책임법, 제네바·헤이그 협약 등 국
제규범에 적용한 결과 이들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이 UN 헌장과 국가
책임법 등 여러 국제규범을 위반하였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현재의 물리적 국제규범과 국제 사이버
안전규범은 사이버공간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와 공격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국제 사이
버안전규범의 기본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위협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협이 본격화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워너크라이 멀웨어 공격이 발생하기까지 20여 년간 국제사회는 사이
버안전에 관한 공통된 용어사용 등 기본사항도 합의하지 못한 점과
지금도 자행되는 국가주도사이버공격의 심각성과 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제규범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
완하고, 둘째, 사이버안전조치의 강화로 인터넷의 주요특징인 익명
성, 접근성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셋째, 주요국제기구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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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노력과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현재의 국제사이버조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국제 사이버안전규범이 포함해야 할 여덟 가지 주
요내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공격의 귀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격에
이용된 IP 소유국의 입증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사이버공격이 경유되
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합의하여 국가가 알면서 다른 국가에 대
한 사이버공격을 지원하는 일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방법을 명확히 합의해 피해국이 정확하
게 보상을 청구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규칙위반에 대해 UN의 권위를 바탕으로 처벌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며, UN 후원하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사이버안전은 국가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간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정책을 수립하여 자국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기술과 제도개발을 통해 사이버공간
에서도 범죄예방, 사후 범인 추적을 위해 CCTV를 이용하는 것과 신
용카드 사용시 본인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고 필수적인 절차
만으로 사이버범죄나 테러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국제 사이
버안전규범으로 안전조치가 강화되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제한이 우려될 수 있겠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과 프라이버시
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암
호화, 인가를 받은 제한된 소수만 개인정보접근을 허용하고, 시민단
체 등을 통한 정기감사 등을 실시한다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UN관리하의 국제기구의 정기적 감사는 객관성
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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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nd Suggestions for
New International Cybersecurity Norm

Shin Young Yung (Senior Researcher of KAIST Bright Internet Center,
Vice President of National Cyber Security Association)

Internet use becomes indispensable activities in our life.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anonymity, accessibility, and transnationality
and lack of consideration of security are being exploited by illegal
attackers. In particular, state-led cyber attacks (SLCAs) cause
economic damage, social unrest, and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e study analyses SLCAs and Private-led Cyber Attacks that are
conducted by Non-State Actors (NSA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SLCAs by analyzing eight typical SLCAs. Also, it looks into whether
SLCAs violate the international norms like UN Chart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ponsibility of States, and others. Then against
these illegal activities, it examines how international community
lik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prepares for an international
cybersecurity agreement. And then the study suggests four major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ybersecurity norm:
Applica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norms; Maintenance of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 Internet; Consideration of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suggestions;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cyber
norms. Taking all these considerations into account, it makes
eight suggestions that new international cybersecurity norm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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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clude: Agreements on attribution condition; Responsibility
of transfer countries; States’ responsibility on NSAs; Standard
calculation method on damag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States response limit on cyber-attacks; Punishment
and restitution; Operation of international cybersecurity organization
under the UN.

Key Words
Internet, State-led Cyber Attacks, Private-led Cyber Attacks,
Cyberspace, State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cybersecurity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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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웅
‘KAIST 밝은인터넷연구센터’의 연구위원과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부회장을 역
임하고 있으며, 국토부산하 교통안전공단 감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밝은 인터넷과 인터넷의 평화적이용 원칙을 통한 국가주도사이버공
격의 예방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tate-led Cyberattacks by the Bright
Internet and Internet Peace Principles)을 주제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Preventing State-led Cyberattacks by the Bright Internet
and Internet Peace Principles,’ 신영웅외 2인, JAIS Special Issue (December
2017), ‘국가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 3.20 사이버침해사건을 중심으로,’
신영웅외 3인,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연구, 제6권 1호 2013년 여름호(2013.
6. 1) 등을 포함하여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