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활동에 대한 법의 지배와 미래 전망

한희원 (동국대학교)
【차

례】

Ⅰ. 서언
Ⅱ.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정보 적법성 논의

1.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 – 초국가적 안보위협 세력
2. 정보 적법성 논의 - 정보법치

Ⅲ. 스파이와 법치주의 -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의 스파이 활동
1. 평화시의 스파이 활동
2. 무력 충돌시의 스파이

Ⅳ. 사이버 공간과 법치 - 국제법과 사이버 난관
V. 맺는말 - 정보법치의 미래 전망

국문요약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수호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분
석한 다양한 자료이다. 국가정보의 생산은 정보기구의 숙명이고 존재 이유이다.
단적으로 세계 비밀의 손으로 통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모토는 “우리는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을 가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이다.
그런데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인권 의식의 고양은 국가정보기구의 정보활
동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적용을 요청한다. 정보활동에 대한 법치주의의 요청
을 여러 논문과 저술에서 정보법치(情報法治)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정보법치에
입각한다고 할 때도, 세계법원이 없는 현실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결국 자국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게 된다.
스파이 활동은 인류 역사의 일부였다. 스파이는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국가 운영의 필수도구이기 때문이다. 현재 평시의 간첩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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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다. 전쟁시의 스파이 활동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국
제법상의 평화시와 전시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법리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스파이 활동 방법은 기술적인 진보를 거듭해왔다. 단
순한 물리적인 감시로 시작한 스파이 활동은 전자 기기의 등장으로 크게 변모
했고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또한 획기적으로 변했다.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많은 분야를 재정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국가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일 우리는 컴퓨터 해
킹, 사생활 정보누설, 산업보안침해 등 삶을 위협하는 뉴스를 듣거나 읽는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에 의해 국가안보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컴퓨터
관련 범죄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다.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화되면 기존의 스파이 활동 방법론은
불가피한 타격을 받고 변모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암호화된 정보를 매우
빠른 방법으로 크래킹함으로써 적대적인 스파이 행위와 다른 컴퓨터로의 침입
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 다시 말해, 모든 암호화 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는 컴퓨터가 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궁극적인 컴퓨터 네
트워크 스파이 수단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아마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국가나 기업의 은행
계좌나 군사 기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컴퓨터 네트
워크 스파이 수단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놀라운 함축성을 고려할 때, 양자(量
子) 간첩이 국제법하에서 합법적일까? 법은 필요 없는가? 기술이 국력이 아니
라 존망의 기로임을 알리는 시대가 기다리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현행 국제법
체제에서 스파이 활동 공간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오늘날 제5의 전장이라고
간주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법의 지배를 모든 공권력 행사에서의 필수적인 요청
으로 간주한다. 물론 법의 지배라는 용어가 제기하는 추상성만큼이나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연 법치주의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천되고 있느냐는 문제
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 공작을 포함한 정보
활동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고찰하고 정보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찰했다.
그를 위해 스파이 활동의 영역별 특성을 들여다보았고, 각종 국제규범의 스파
이 활동에의 구체적인 적용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이념은 국제법의 이상인 주
권평등의 원칙과 보편적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의 수호이다.

주제어

국가정보, 피장파장의 원리(tu quoque), 전자감시,
주권존중의 원칙, 항공정찰,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
사이버 안보, 사이버공격, 정보전쟁, 양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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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스파이 활동은 인류 역사의 일부였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
하기 위해 두 명의 스파이를 보냈다.1) 스파이 활동은 전시는 물론이
고 평시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스파이(spy)는 국가안보 수호와
국가이익 확보의 필수적인 자산이고 저력으로 국가 관행이다.2) 물론
스파이 활동도 변화한다. 국가는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스파이 기법을 개발했고 정보수집 기법은 진
화를 거듭했다.3) 처음에는 단순한 물리적 감시 활동이 전부였다. 그
후 전자 기기의 등장으로 오늘날에는 전자 스파이 활동이 비약적으
로 발전했다. 비행기와 잠수함 발명 이후에는 하늘과 바다에서도 스
1) Francis Dvornik, The Ancient Near East, Persia, Greece, Rome, Byzantium,
the Arab Muslim Empires, the Mongol Empire, China, Muscovy (Rutgers
University Press, 1974), p. 3.; 로이 고드슨(Roy Godson)저, 허태회 역, 『더러운
속임수인가 아니면 비장의 카드인가』, 박영사(2015), pp, 21-14; 마크 엠. 로웬탈
(Mark M. Lowenthal) 저, 김계동 옮김, 『국가정보』, 명인문화사(2008), pp. 32-33;
전웅, 『현대 국가정보학』, 박영사(2015), pp. 32-23; 전경만 역, 윌리엄 존슨(William
R. Johnson) 저, 『기만과 방첩: 스파이들의 전쟁』, 박영사(2015), pp.17-18; 한희원,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법률출판사 (2009), p. 55; 행크 프런컨(Hank Prunckun)저,
서동구 역, 『방첩의 세계』, 박영사(2015), p.60; 허태회. 「선진국가 방첩이론과 방첩
효율성의 제고」, 국가정보연구 제7권 1호, 2014, pp. 68-69.
2) Michael Herman, Intelligence Power in Peace an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72; Hays Parks, The International Law of
Intelligence Collection, in NATIONAL SECURITY LAW 433 (John Norton
Moore et al. eds., 1990); 전웅, 첩보수집 수단의 유용성 비교: 인간정보와 기술정
보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2015, pp. 78-79; 한희원, "국가안보사범
에의 대처를 위한 국가안보 법제 연구", 『국가정보연구』, 13권 1호, 2020, pp.
147-148.
3) Sherry Sontag & Christopher Drew & Annette Lawrence Drew, Blind Man's
Bluff: The Untold Story of American Submarine Espionage(Public Affairs;
Illustrated eds, 2016), p. 17: Jean Guisnel, Cyberwars: Espionage on the
Internet(Basic Books, 1999), p. 21; 한희원 "국가안보사범에의 대처를 위한 국가안
보 법제 연구", 『국가정보연구』, 13권 1호, p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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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활동이 전개되었다. 우주 비행이 수월해지면 우주 스파이 활동
도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다.4) 한편 사이버 공간은 무궁무진한 스
파이 영역이 되었다. 사이버 간첩(Cyber espionage) 또는 사이버
스파이(Cyber spy)는 경제적 이익이나 경쟁 우위 또는 정치적인 이
유로 중요하거나 기밀인 데이터 또는 지적 재산(IP)에 무단으로 접근
을 시도하거나 그를 파괴하려고 하는 침해적 사이버공격으로 자칫,
유엔 헌장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사이버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
이 아니다.5)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원자력 시스템과 대통령 동선이 해킹당
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무덤덤하다.6) 세계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스파이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도 적
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제기한다.7) 논쟁은 크게 두 가지 견
해로 나뉜다. 한 학파는 사이버 공간을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학파는 기존의 법 원칙이 사이버 공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첫 번째 견해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도한다.8) 두 번째 견해는
4) Harold J. Berman, The Trial Of The U2: Exclusive Authorized Account Of
The Court Proceedings Of The Case Of Francis Gary Powers(Translation
World Publishers, Chicago, 2011), pp.21-13: Sontag & Drew, supra note 3,
p. 25; Dick Van Der Aart, Aerial espionage: Secret intelligence flights by
East and West (Prentice Hall Press, 1986), 77.
5) 최연진,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한국일보, 2021.05.21.
https://www.hankookilbo. com/News/Read/A202105211014 0000476.
6) “KAI 해킹때 文대통령 동선도 털렸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 702/107751000/1.
본 고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파이를 "사이버 스파이"라고 호칭한다.
7) Koepsell, David R (David Richard), The ontology of cyberspace :
philosophy, law, and the fu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Chicago, Ill. :
Open Court, 2000),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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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H. 이스터브룩 판사(Frank H. Easterbrook)가 이끈다.9)

Ⅱ.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정보 적법성 논의
1.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 – 초국가적 안보위협 세력
냉전 시대의 군사 안보처럼 특정한 국가에 의한 안보 위협이 아
니라 국제 테러, 국제 마약, 환경 파괴, 불법 이민, 인신매매, 국제조
직범죄 문제 같은 단위 국가를 초월한 문제이거나 국가가 아닌 국제
조직이나 단체, 개인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문제를 초국가적 안보쟁
점(超國家的 安保爭點) 또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이라고 말한다. 현
대 과학기술 문명의 소산인 사이버 위협도 이에 포함된다.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은 국가정보 목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10) 20세기
말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발전 중의 하나
가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은 지적 재산권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11) 당
연히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거의 매일 컴퓨터 해킹에

8) What Cyberlaw Might Teach, 113 HARV. L. REV. 50 (1999);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 Basic Books, 1999), p. 79;
The Path of Cyberlaw, 104 YALE L. J. 1743 (1995); The Zones of
Cyberspace, 48 STAN. L. REV. 1403 (1996).
9) Easterbrook, Frank H, "Cyberspace and the Law of the Hors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Vol. 1996, Article 7.
10) 한희원,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서울, 법률출판사, 2013), p. 1320.
11) 이휘진, 테러방지와 인권보호의 법적문제 검토, 『비교법연구』, 2020, p. 172;
Lawrence Lessig, The Law of the Horse: What Cyberlaw Might Teach,
HARVARD LAW REVIEW (1999),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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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뉴스를 비롯하여 컴퓨터 시스템 위협 뉴스를 접한다.12)
일찍부터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을 금지하거나 제한하
는 조약에 대한 논의도 있다. 1995년 조약문 초안에는 '이 협약 당
사국들은 서로 정보전쟁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다.13)
1999년 1월 4일 UN 총회는 '정보통신 발전의 국제 안보 맥락에서
의 함의'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14) 이후 정보전쟁과 정보 운
영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유럽연합은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조약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15) 사이버 간첩
은 일종의 정보전이다.16)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보전쟁을 규
제하려는 시도는 사이버 스파이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꾸어
말하면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

2. 정보 적법성 논의 - 정보법치
정보를 모르는 대부분 사람은 스파이 활동을 완전히 불법적이거
나 비윤리적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7) 그러나 스파이 활동이
12) Michael Swetnam & Yonah Alexander, Cyber Terrorism and Information
Warfare: Threats and Respons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5
13)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General Counsel, An Assessment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Information Operations 45 (1999).
14) U.N. Doc. NRES/53/70, 1999).
15) Developing an Information Operations Treaty, available at,
http://www. infowar.com/info_ops/info_ops_030399aj.shtml.
Draft Convention on Cyber-crime (Draft No 25 REV. 5), available at,
http://conventions.coe.int/ treaty/EN/ cadreprojets.htm.
16) Martin C. Libicki, What is Information Warfar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Chapters 4 and 8 (1995), available at
http://www.ndu.edu/inss/actpubs/act003/a003ch0I.html.
17) James D. Calder, Intelligence, Espionage and Related Topics: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Serial Journal and Magazine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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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주권국가의 국가안보는 확보될 수 없다. 또한 스파이 활동으
로 인류가 제3차 세계 대전을 회피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다. 스파
이, 즉 간첩은 타국의 적대적 의도를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안전과 평
화를 확보하는 순기능을 한다.18) 이런 연유로 평화시의 스파이 활동
은 모든 국가가 하는 관습이었고, 스파이 활동은 자기방어의 필요성
과 힘의 균형 유지의 당위성 때문에 정당화되었다.19)
정보 없이는 대외정책은 불가능하다.20) 진주만 공격이 말해주듯
이 정보가 있으면 전쟁과 기습공격을 막을 수 있다. 냉전 이후 정보
와 정보기구의 가치에 대한 “정보는 정부로 하여금 더 잘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정보수집은 장거리에서도 가능해졌고 그 대상도 명확하
지 않다. 정보는 국제 사회를 한 단계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
보는 긴장이 분쟁으로 확산하는 것도 막아준다. 정보는 도발적이지
않은 형태의 국력이다.”21) 라는 말은 정보의 금언이다. 국제법학자
오펜하임(Oppenheim)은 스파이 활동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고 그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스파이의 법적 신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22)
1844-1998 (Greenwood Press, 1999), pp. 22-25.
18) Abram N. Shulsky & Gary Schmitt: Silent Warfare -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Potomac Books, 2002), p. 21; Dycus & Berney &
Banks & Hansen: National Security Law (Aspen Publishers, 2007), p. 22;
Mark M. Lowent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Presss CQ, 2006),
p. 32;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Princeton Paperback, 1971), p. 7.
19) Elmar Rauch, Espionage,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VOLUME 2, p. 116.
20) Herbert Scoville, Jr., Is Espionage Necessary for Our Security?, FOREIGN.
AFFAIRS 482 (1976), p. 54.
21) Herman, supra note 1, p. 385.
22) Comm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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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는 군사적, 정치적 비밀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로 파견된 국
가의 비밀 요원이다. 모든 국가가 해외로 스파이를 보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ㆍ정치적ㆍ법적
으로 잘못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 스파이는
국가의 대리인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른 (면책특권 등) 보
호 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한다.23)

그런데 정보법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은 때로 법을 무시하라는
발상에서 야기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24) 당시에, 딘 애치슨
(Dean Acheson)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법을 무시하라. 현장 상황에
즉응하여 정보판단하고 대응하라"고 명령했다. 애치슨 장관의 명령은
사실 국제법과 정보활동에 대한 주권국가의 전통적인 태도를 대변한
다.25)
정보법치26)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한 애슐리 딕스 버지니아
International Law, 46 AF. L. REv 217, 222 (1999).
23) L.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455, p. 862 (H. Lauterpacht ed., 8th
ed. 1955).
24)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는 1962년 10월 14일 미국 정찰위성이 쿠
바에서 건설 중이던 소련 핵미사일(MRBM) 기지와 핵 건설 현장으로 부품을 운반하
는 선박을 촬영하면서 시작된 군사적 대립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에트 연방이 쿠
바에서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만약 소련이 공사를 강
행한다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며,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는 3차세계대전의 불안감에 떨었고, 학교와 가정에서 대피훈련과
방공호를 파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Jonathan R. Adelman &
Deborah Anne Palmieri, The Dynamics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Row, 1989), pp. 268-270.
25) Guttieri, Karen Rochelle, The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on the Cuban
missile crisi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90), available at,
http://hdl.handle.net/2429/ 42067; Wilhelm G. Grewe,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in Diplomatic Practice, Int’l L. 22, 26 (1999).
26) “정보법치”를 법치주의 원칙의 정보활동에의 적용이나 적용 노력 취지로 사용한다.
한편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를 “법치국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을 법치행정이라
하므로 정보 역시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법치정보”가 타당하다는 의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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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의 지적처럼 글로벌 무한경쟁 사회에서 스파이 활동은
국제법 회의론에 대한 좋은 소재이다.27) 그동안 인권단체는 일부 국
가의 정보수집을 포함한 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국제법의 관할과 권
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28) 반면에 국제 사회와
국제법이 스파이 활동에 대해 침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
문가들도 많았다. 그들은 스파이 활동에 대한 국제법의 "침묵 정책"
을 스파이 활동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29)
현행 국제법은 전쟁 등 무력 충돌시의 스파이 활동은 규제하지만
평화시의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스파이 활동에 대
한 국제법 규율에 대해 존 래드산(John Radsan) 교수는 세 가지 범
주로 구분한다. 첫째, 국제 스파이 활동을 불법이라고 보는 견해, 둘
째, 적법이라고 보는 견해, 셋째, 적법이나 불법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견해로 나눈다.30)

견해가 있음. 그러나 정보법치로 게재한 논문과 저술이 이미 있고, 법치정보는 정보
활동이 형식적ㆍ내용적으로도 적법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뉘앙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밀공작과 방첩공작 영역의 정보의 속성을 고려하였음.
27) Michael J. Glennon, The Fog of Law: Pragmatism,
International Law (Stanford Law Books, 2010).

Security,

and

28) Ashley S. Deeks, Confronting and Adapting: Intelligence Agencies and
International Law, 102 Va. L. Rev (2016). pp. 599, 600–01. 딕스(Deeks) 교수
는 미국 버지니아 로스쿨 교수로 국가안보법 전문가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자문 변호사 겸 국가안보위원회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29) Craig Forcese, Spies Without Borders: International Law and Intelligence
Collection, 5 J. Nat’l Sec. L. & Pol’y 179, 204–05 (2011).
30) A. John Radsan, The Unresolved Equation of Espionage and International
Law, 28 Mich. J. Int’l L, (2007), p. 595, 래드산 교수의 학설 분류는 전통적 구
분으로 필자는 원칙적 불법성설 입장에 따른다. 한편 네 번째 접근법으로 스파이 활
동 자체의 적법성 판단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정보활동을 국내법으로 세분화하려는
견해도 있다. 즉, 주권국가의 해외에서의 정보활동 행위를 침습적인 감시, 정상적인
외교활동, 기초 조사나 심문 등을 규율하는 자국법의 국제법적 타당성 검토로 접근하
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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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파이와 법치주의
-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의 스파이 활동
스파이 활동은 시기별로는 전쟁시의 스파이 활동과 평화시의 스
파이 활동으로 구분한다. 미국 국방부는 무력 충돌 시의 첩보활동과
평시의 첩보활동을 구분한다.31) 정보활동은 이용 가능한 자산에 따
라 추구하는 정보에 대한 강조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평화시에건
전쟁에서건 중단하지 않고 지속되는 주권국가의 활동이다. 정보활동
을 잘하는 나라는 강국이고 정보활동을 잘못하는 나라는 바로 후진
국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는 말이 아니다.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평화
시의 스파이 활동과 전시의 스파이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32) 단적
으로 스파이 활동에 대해 전시에 적용되는 법 원칙은 평시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1. 평화시의 스파이 활동(Espionage Under Peacetime)
역사적으로 평화시의 스파이 활동은 모든 국가의 관습이었으며,
자기방어의 필요성과 힘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정당화되었
다.33) 이처럼 평화시의 스파이 활동은 국제법상으로도 금지되지 않
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물론 국제법상 간첩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스파이 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요인들
이 결합하여 판단하여 법적 판단이 따르게 될 수는 있다. 평화시 스
파이 활동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1) 영토(national territory); (2)
31) DOD OFFICE OF GENERAL COUNSEL, supra note 13, p. 43.
32)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19, p. 116.
33)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19,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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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national airspace); (3) 공해(high seas); (4) 우주(space)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주권국가 영토에서의 스파이 활동
국제법은 자국 영토에 대한 주권국가의 배타적 주권의 원칙을 인
정한다. 이것은 각국이 자신의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자결권과 연결되는 영토주권의 원칙이라고
한다. 영토주권의 원칙은 1919년 국제연맹 헌장에서부터 있었다.34)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도 영토보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영토의 완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35)
존 키시(John Kish) 교수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규정한 영
토 순수성의 개념을 스파이 활동과 연관 지어 잘 설명한다. “외국 영
토에서의 일반적인 스파이 활동, 즉 전략적인 관찰은 당사국이 동의
하지 않는 한 부정된다.” 반면에 토마스 윙필드(Thomas Wingfield)
교수는 위와 반대로 1961년 비엔나 외교관계 협약은 “평시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밀정
보 수집에 대한 외교관계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주권국가의 내재
적 관행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스파이 활동은 긍정된다고 설명한
다.36)
34)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Article 10 (Versailles, 28 June
1919, Treaty Series, 1919/4), p. 25.
35) U.N. CHARTER art. 2(4).
36) Thomas C. Wingfield, The Law of Information Conflict : National Security
Law in Cyberspace (Aegis Research Corp, 2000), p. 55. 비엔나 협역 제3(l)(d)
는 “외교 사절단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파견국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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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파이 활동 불법성론자인 키쉬 교수도 제3조(l)(d)항은 외
교 요원의 정보수집을 허용하고 있다고 동의하며 그 상호성의 혜택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파견국가의 스파이 활동은, 당연히 수신국가(대상국가)의 국가안
보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국가는 파견국가임과 동시에 수신국가라
는 이중적(二重的)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 불이익은 상호 상쇄되고
공정성이 보장된다. 모든 국가는 국가안보에 대한 침략을 국가 파견
자격으로 외교적 관찰을 통해 보상받게 되어 있다. 모든 국가는 파견
국가로 인한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를 또한 파견국가 자격을 통해서
보상받는다.”
키쉬 교수의 주장은 소위 ‘피장파장의 원리(tu quoque)’, 즉 '자
기도 관여하는 관행에 대해 불평할 입장은 없다'라는 국제법 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37) 물론 이러한 국제법 교리와 키쉬 교수
의 주장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침입하여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개입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
지 간첩이 때로는 불법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음을 각국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간첩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국제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
법은 스파이 활동이 대상 국가의 영토주권에 대한 존중의 결여임을
인정하지만, 모든 국가가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으므
로, 스파이 활동은 어떠한 국제협약에 의해서도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38)

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7) DOD OFFICE OF GENERAL COUNSEL, supra note 13, p. 43.D
38) Commander Scott, supra note 22,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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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공에서의 스파이 활동
영토주권은 영공까지 확장되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다. 그 결과
타국 영공에서의 스파이 활동은 영토주권의 침해이다. 영공의 순수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중요사항이므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 항
공이 시작된 이래로 각국은 영공도 영토로 인식해 왔다. 1902년 항
공법 제7조는 "모든 국가는 영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가의
보호와 간첩 진압에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9) 이러한 국제법
에 대해 키시 교수는 "이미 항공법 초안에 국가 영공에서의 스파이
활동은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고, 국가안보법 전문가 헤이
팍스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영공 침범은 국제법 위반으로 단적
으로 대상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했
다.40)
국가정보학에서 영공 침범 첩보활동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U-2
사건이 있다.41) 1960년 미국의 U-2 정찰기가 소련 영공을 정찰 비
행하던 중에 소련에 의해 격추되었다.42) 당시 안드레이 그로미코
(Andrei Gromyko) 소련 외무장관은 "U-2 정찰비행은 평화 시대에
주권국가에 대한 유례없는 공격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소련은 국
가 차원에서 그러한 비행 자체가 침략행위라고 미국을 공격했다.43)
39) 원문은 다음과 같다. "every State has rights over its airspace which are
necessary for its protection and for the suppression of espionage."
40) Hays Parks, supra note 1, p. 439.
41) Francis Gary Powers, Operation Overflight: A Memoir of the U-2 Incident
(POTOMAC BOOKS, 2003); Quincy Wright, Legal Aspects of the U-2
Incident, 54 AM. J. INT'L L. 836 (1960).
42) Hays Parks, supra note 1, p. 439; Kish, supra note 55, p. 100.
43) Quincy Wright, supra note 41, p. 840;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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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침략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 막강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과 다른 나라를 초토
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강대국의 기습공격으로부터 미국과
자유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대응했
다.44)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영공주권 해석에 대한 충돌에 대해 국
제연합은 U-2 사건을 국제법 위반으로 결의하지는 않았다. U-2 사
건에 대한 국제연합의 논의에 대해 국가안보 전문가 헤이 팍은 이렇
게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SC)는 U-2 비행을 소련 영공 침범으로 보
면서도, 헌장 제2조 제4항에 반하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판단하
지는 않았다. 따라서 U-2 사건의 추론에 따르면, 항공기에 의한 정
보수집, 즉 항공정찰은 그 자체로는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영공을 관통당한 국가는 정찰 영공 침입에 대해 주권을 방어하기 위
해 무력을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그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
야 한다.”45)

다. 영해에서의 스파이 활동
키쉬 교수가 지적했듯이, "국제 공역의 법적 지위가 공해상에서
의 스파이 활동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해상의 자유는 오래된
국제관습법이다.46) 어떤 국가도 공해상의 영유권을 독점적으로 주장
할 수 없다는 원칙은 다수의 국제법 문서와 거래에서 인정되어왔다.
44) Quincy Wright, supra note 41, p. 842.W
45) Hays Parks, supra note 1, p. 439.
46) John Kish, The Law of International Spaces, (Cambridge University Pres,
2009),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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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해양관할법 결의안 제13조는 "공해의 어느 부분에 대해
서도 어느 특정한 국가는 영해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해의 자유롭고 완전한 사용에 장애물을 둘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해 자유(The freedom of the high seas)의 원칙은
1958년 제네바 공해협약을 통해 성문화되었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재확인되었다.47)
공해상의 자유에는 공해상의 선박 정찰권, 인접 해역의 잠수함,
심해부 설비, 인접 영공의 항공기 정찰권이 포함된다.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국은 공해에서 자유롭게 정찰을 포함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정찰 방식에는 함정, 항공기, 잠수함 등이 포함된다. 미
국은 냉전 시대에 잠수정을 활용한 간첩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
다.48) 더 나아가 공해상에서의 전자정찰도 금지되지 않는다. 연안 국
가에는 공해상에서 정탐하려는 외국 군함이나 항공기를 저지할 권한
도 없다. 하지만 공해상에서의 정찰이라고 해도 국제적 긴장을 고조
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49) 후술하는 통킹만 사건
처럼 공해상의 첩보활동으로 국제적 긴장이 얼마나 고조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지만, 공해상의 첩보활동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법적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헤이 팍스 교수의 지적처럼, 1964년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미
국 매독스호(U.S.S. Maddox) 공격 사건, 1967년 미국 자유의 호
(U.S.S. Liberty) 공격 사건, 1968년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U.S.S.
Pueblo) 납치 사건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해상의 극명한

47) The 1926 Resolution on the Laws of Maritime Jurisdiction.
48) Sontag & Drew, supra note 3, p. 7.
49) Oliver J. Lissitzyn, Electronic Reconnaissance From the High Seas and
International Law, NAVAL WAR COLLEGE, VOLUME 61, p.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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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해상의 자유 자체를 부정한 사건은 아
니다.50) 오늘날에도 각국은 공해상에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해를
통한 첩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라. 우주에서의 스파이 활동
대한민국 2021년 10월 21일 우주 정복의 꿈을 담고 발사한 한
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성공 일보 직전에 실패했다.51)
우주는 공해와 남극과 북극과 함께 인류 공영의 공역으로 인류가 우
주 탐사를 시작한 때부터 우주 공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은 관습 국
제법으로 간주하였고 우주에 대한 특정 국가의 영토주권 개념은 부
정되었다.52)
우주에 대한 주권 금지의 원칙은 최초의 국제협약 문서에서부터
시작했다. 1960년 함부르크 국제법학회의는 우주 공간의 법적 지위
에 관한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우주 공간은 국가 주권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1962년 우주 규칙 초안(Draft Code of Rules
on Outer Space)도 "우주에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감시
또는 정찰 위성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우주 탐사는 개방성을
지향하며,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안전을 증대
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2조 5항)"라고 명백히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주 주권 부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neg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outer space)은 1963년 브뤼셀
50) Hays Parks, supra note 1, p. 438.
51)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4026900504?input=1195m.
52) John Kish, supra note 46,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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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결의(Brussels Resolution on the Legal Regime of Outer
Space)와 1967년 우주조약(the Outer Space Treaty)에서도 재확
인되었다. 1967년 우주조약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53)
물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문구로 인해 우주에서의 정보수
집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헤이 팍스 교수의 지적처럼 공해의
자유 원칙이 정보수집 목적 군함의 공해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보수집 위성의 우주 공간 사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54)
심지어 키쉬 교수는 우주 스파이 활동은 지구의 군사적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주장한다.55) 키시 교수는 우주조약에
대해 “인공위성에 의한 소련의 감시는 기습에 대한 필수적인 예방조
치”라고 설명한다. 우주의 자유에는 정찰의 자유, 특히 특정 국가영
토에 대한 전략적 관찰이 포함된다고 본다.56)

2. 전시 스파이 활동
가. 개관

53) 정식명칭은 “1967년 달과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 탐사·이용의 원칙에 관한 조약
(1967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18 U.S.T. 2411, T.I.A.S. No. 6347, 610 U.N.T.S. 205
(1967).
54) Hays Parks, supra note 1, p. 441.
55) Richard A Faulk, Space Espionage and World Order: A Consideration of
the Samos-Midas Program, in ESSAYS ON ESPIONAGE AND
INTERNATIONAL LAW 55 (Roland J. Stamger ed., 1962).
56) Kish, supra note 46,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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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시의 스파이 활동은 합법적인 전투 작전의 일부로 전쟁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57) 전쟁시의 스파이 활동은 내재적 정당성을
갖는다. '전쟁은 적의 의도와 군사 작전 내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내재적 정당성을 부르는 요청이다.58)
교전시의 스파이 활동이 적법하다는 전쟁법 원칙은 자명했고 일
관성을 유지했다.59) 오펜하임은 "전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파이를 활용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항상 합법적인 것으로 여
겨져 왔고, 적군 병사들의 반역을 이용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60)라
고 설명한다. 현행 국제법 또한 전시 스파이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지
만, 스파이 활동은 전쟁의 지역적인 요인에 따른 특색이 있다. (1) 육
상전(land warfare), (2) 해군전(naval warfare), (3) 공중전(air
warfare), (4) 전쟁 스파이(war spies) 등 위치와 방법에 따라 살펴
본다. 이와 같은 스파이 활동의 분석 도구는 후술할 사이버 공간에서
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분석에도 원용할 수 있다.

나. 전시 스파이에 대한 국제법의 기본적 입장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부속 육전규칙(이하 ‘헤이그 육
전규칙’이라 한다) 제2관 제2장 ‘스파이(spy)’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무력 충돌시 스파이에 대한 보호와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61)
57)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supra note 19, p. 114.
58) L. Oppenheim's supra note 23, §159, p. 422.
59) Lt Col Geoffrey B. Demarest, Espionage in International Law, 24 DENV. J.
INT'L L. & POL'Y (1996), p 321, 330 .
60) L. Oppenheim's supra note 23, § 159, p. 422.
61) 1907년 헤이그 협정, available at,
https://ihl-databases.icrc.org/applic/ihl/ihl.nsf/INTRO/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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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육전규칙은 스파이는 “적 통제구역이나 교전 중인 작전지역에
서(in the zone of operations of a belligerent) 가장하는 등으로
비밀스럽게 행동하여, 첩보를 획득하거나 첩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
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2) 다만 적진에 침투한 군인이나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스파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제29조). 스파이에 대한 처리도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스파이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처벌하도록 하고(제30조), 소속 부대에
복귀된 스파이는 전쟁포로(POW)로 취급할 것이고 이전의 스파이 활
동을 이유로 소급해서 처벌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63) 신분
에 대해서는 스파이는 전쟁범죄자도 아니고 국제범죄를 저지르는 자
도 아니다.64) 그러나 만약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체포되면 이제는
스파이가 아니라 군인으로 간주된다.65) 따라서 제복을 입지 않은 상
태에서 체포되면 군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재판이 필요 없는 제
복 입은 군인과 달리 재판 없이는 처벌되지 않는다.66) 그러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교전국은 그들이 정당하다고 판단
하는 대로 스파이를 처리할 권리가 있다.67)

62) Lieber Code, Article 88(1); 1907 Hague Convention IV: 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rticle 29; THE LAW OF LAND WARFARE,
UNITED STATES ARMY, Article 75 (1956).
63)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nd its annex:
Regulations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he Hague, 18
October 1907.
64) Richard Baxter, So-Called 'Unprivileged Belligerency': Spies, Guerillas, and Saboteurs,
(in Humanizing the Laws of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65) Ingrid Delupis, Foreign Warships and Immunity For Espionage, 78 AM. J. INT'L L.
53,(1984), p. 24.
66) Hague Conventions on Land Warfare of 1899 and 1907, Article 30.
67) 한희원, supra note 10, p. 133. 소위 달갑지 않은 손님으로 추방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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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 전투 영역에서의 스파이 활동의 적법성
(1) 육지전에서의 스파이 활동
인류 육상전의 전개는 간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허용하는 과정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68) 네덜란드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유고 그
로티우스는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에서 "스파이 파견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세가 보낸 스파이나 혹은
조슈아처럼 국가의 법에 따라 언제나 허용되었다"고 설명한다.69)
대표적인 전쟁 교전 규칙인 리버코드(The Lieber Code)70)는 교
전국들에 의한 스파이 활동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71)
전쟁에 대한 일반법과 관습에 대한 1874년 브뤼셀 선언과 러시아
초안 문서 또한 리버 원칙을 따랐다. 브뤼셀 선언 13조는 "전쟁 중
에는 적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72)
1880년 국제법연구소(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는
전쟁에서의 스파이 활동에 관한 원칙을 재확인한 육전 전쟁법 매뉴
68) Kish, supra note 46, p. 123.
69) Hugo Grotius, 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Oxford Clarendon Press,
1925), Book III, Ch. IV xviii 655.
70) Lieber Code Article 88(1). 리버 코드는 1863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미
국 연방군에 발령한 대통령 명령 제100호로 군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
는지를 지시한 전쟁지침이었다. 국제 헤이그 평화협정 체결 참가자들은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기초로 리버 코드를 사용했다. "Lieber
Code".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November 9, 2017).
71) Lincoln, General Orders No. 100, (Adjutant Generals' Office, 24 April
1863).
72) 원문 표현은 다음과 같다. “∼the means of warfare which are permitted are
the employment of every available means of procuring information about
the enemy and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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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The Manual of the Laws of War on Land)을 채택했다. 뒤이
어 1899년 헤이그에서 전쟁법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전쟁 중
간첩 활동의 정당성을 재확인했고, 이 회의의 결실은 1900년 스파이
활동을 포함한 최초의 다자간 전쟁법 협약의 체결로 이어졌다.73)
(2) 해전에서의 스파이 활동
국제법학자 오펜하임(Oppenheim)은 해전에서는 간첩이나 반역
자가 육전에서만큼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작전 요인
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적이라는 것이다.74)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쟁
스파이에 대한 육전의 원칙은 해전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전에의 독
특한 쟁점은 중립 수역(neutral waters)75)에서이다.76)
1907년 헤이그 협약은 중립 수역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다.77) 협
약은 중립 수역에서의 중립국과 호전국 사이의 민감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였다. 기본적으로 중립 수역 협약에 따르면 교전국
은 중립 수역을 통과하는 동안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립
수역에서도 적대적 스파이 활동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금
지되는 것은 아니다. 키쉬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전에서의 스파이의
73)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74) L. Oppenheim's supra note 23, §210, p. 509.
75) 중립 수역은 국제전쟁 용어로,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의 영해를 말한다. 해
상에서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San Remo 매뉴얼은 중립 수역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14조). “중립 수역은 내해, 영해, 그리고 해당 중립국의 군도 해
역으로 구성된다.” 중립 수역은 때로 공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 San Remo Manual on Armed
Conflicts at Sea(1994).
76) Kish, supra note 46, p. 128.
77) Hague Convention (XIII) Respect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in Naval War (18 October l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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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범위를 설명했다.
국제 해전법은 교전국과 중립국으로 구분하여 해상에서의 스파이
활동을 규율한다. 해상에서 비밀 감시를 하는 개인은 전쟁 스파이라
고 여겨지지만, 전술적으로 해상 정찰은 교전 국가의 관행으로 간주
된다. 하지만 중립 수역과 중립 선박은 교전 국가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수역을 지나는 교전
선(交戰船)이 감시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중립국은 그 선박에 대한
정당한 조사권을 가진다.78)
(3) 영공에서의 스파이 활동
단적으로 영공에서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제관습
법은 공중전에서의 정찰을 허용한다."라는 것이다. 키시 교수는 전쟁
시에 교전국은 국토 상공과 공해 상공 모두에서 스파이 활동을 포함
한 적대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79)
1899년 헤이그 지상전에 대한 국제법과 관습협약은 그 범위를
공중 스파이에까지 확대했다.80) 그리고 1907년 헤이그 전쟁법과 관
습에 관한 협약은 1899년 헤이그 전쟁 협정을 재확인했다. 기본적으
로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은 공중에서 공개적으로 임무를 수
행하는 공군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81) 물론 공군이 비
밀리에 임무를 수행한다면 스파이로 간주될 수 있다. 1911년 국제법
연구소는 영공 사법(司法) 체제에 관한 협약 초안을 만들었다. 협약
78) Kish, supra note 46, p.128.
79) Id.
80) The 1899 Hague Conventi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81) Hague Convention (II) With Respect to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rtic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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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7조는 공중전에서의 스파이 활동을 비밀 작전으로 제한한다. 키
쉬 교수는 현행 국제법의 공중 스파이 활동의 규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전국과 중립국 사이에 공중전의 국제법은 차이가 있다.
교전국은 공중감시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쟁 중 교전국은
공중에서의 스파이 활동을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립국은
공역에서도 관측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82)

Ⅳ. 사이버 안보와 법치
- 국제법과 사이버 난관
컴퓨터 스파이 활동과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은
오늘날 전투사령관과 정책 결정권자 그리고 국제법률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두 가지 문제이다
- Walter Gary Sharp, Sr. Cyberspace and the Use of Force83)

1. 개요
위 금언(金言)은 국가안보 수호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
과 난해함을 웅변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정보활
동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활동의 합법성 평가를 완화하거나 무력
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예컨대 정보요원들은 물

82) Kish, supra note 46, pp. 135 - 136.
83) Walter Gary Sharp, Cyberspace and the use of force 123 (Falls Church,
Va, 199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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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자국의 사무실에서 외국의 정보를
은밀히 수집하거나, 해외에 파견되어 정보활동을 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사이버 세상의 출현은 영토 중심적인
국제법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것이다. 어느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외 다른 국가의 서버에 침투
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손을 뻗는 행위가 서버 대상(對象)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것이 앞서 살펴본 치외법권적 집행관할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아직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영토 중심적 국제법 해석이 완화되어 간다는 사실
이다. 영토 침공이 아니라 사이버공격으로 대상 국가에 물리적 피해
를 초래한 것이 전쟁법에서 말하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전쟁
권 발동의 근거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에 관심이 집중된다.84) 전쟁권
(Jus ad bellum)은 한 국가의 국왕, 대통령, 총리 등 군통수권자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이다.85) 더욱 어려
운 것은 침투가 물리적 파괴에는 못 미치지만, 통신을 감시하거나 거
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미세한 기술 동원으로 데이터의 정상적인 유
포를 방해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이 물리적 파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 여부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간섭은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
84) Tallinn Manual, available at, https://ccdcoe.org/research/tallinn-manual/.
85) 김대순, 『국제법 원론』 (서울: 삼영사, 제16판), p. 1233. 17세기 네덜란드 휴고 그
로티우스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방어, 자국 소유물의 탈환, 처벌 등 세 가지를
전쟁권(jus ad bellum)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을 옹호했다. 정의
로운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 결정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
(jus in bello)’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 요청된다. 현재 국제
법은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자위권에 근거한 전쟁만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자위권에 근거한 전쟁이 반드시 소극적인 방어전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
인 침략전쟁, 보복전쟁의 경우도 모두 자위권의 조건을 만족하면, 국제법상 합법적으
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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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제법상의 주권 불간섭의 원칙 위
배라는 주권 문제를 제기한다.
2007년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보안정보국(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이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다
른 국가의 영토에서 수행한 전자 도청 등 침입적 감시가 해당 국가
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86) 물론 동 판결은 그러한
정보활동 행위를 해외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캐나다 땅에서 한 경
우와는 명백히 구분된다.87)
오늘날 교차 감청이나 정보공유 등으로 우회하여 어느 한 국가가
반드시 국제법이 요구하는 영역 확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초국
가적인 방법으로 대상 국가에게 물리적 침습에 해당하는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소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불리는
앵글로색슨계 5개국의 에셜론 정보망”을 통한 정보활동은 정보의 세
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88) 다국적 전자감시 정보 공유망을 활
용하면 캐나다 연방법원이 판결한 주권 침해라는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캐나다는 영국이나 미국에 전자감시 정보활동을
아웃소싱을 주면 주체적 속성을 간단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89)
애셜론 체계와 같은 포괄적 전자감시의 침입적 그러나 파괴적이
지 않은 사이버 침해가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의 사
이버공격을 물리적인 전쟁 선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논
의한 결론이 사이버 전쟁에 대한 탈린 매뉴얼이다. 하지만 탈린 매뉴
얼 작성을 위한 국제 전문가 그룹도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86) Can. Sec. Intelligence Servs. Act (Re), 2008 FC 301, pp. 2, 51, 62, 69, 71
(Can.).
87) X (Re), 2009 FC 1058, pp. 40–47 (Can.).
88) X (Re), 2014 FCA 249, pp. 6–11 (Can.).
89) X (Re), 2013 FC 1275, pp. 102–15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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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웨어(malware)등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치하는 것이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90) 하지만 방화벽을 돌파하고
암호체계를 격파하여 "다른 국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하는 것은 국제
법상의 불개입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91)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의한 해킹도 고강도 침해에 해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92) 바꾸어 말하면 개인에 의한 사이버
전쟁 유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의 사이버 지하드에
대한 경고처럼 사이버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
렵지 않다.93) 그러므로 사이버 해킹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제정은 엄
중하다. 해킹 금지를 어느 한 국가와의 국내법으로 한정하는 것은 충
분치 못하고 사이버 세계는 독특한 지방법이나 국지법으로 규율되어
도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다.94)
현실적으로 사이버 정보활동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에는 많은 모
호성이 있다. 예컨대 어느 수준의 활동이나 관여를 공적 활동(jure
90) Tallinn Manual, supra note 84, 탈린 매뉴얼은 국제 정보전문가들도 참여한 다국
적 협력적 프로젝트로서 지금까지 이 주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문
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91) Nicolai Seitz, Transborder Search: A New Perspective in Law
Enforcement?, 7 Yale J.L. & Tech. 23, pp. 42–44 (2004–05). 탈린 매뉴얼은
사이버 수단을 통한 타국 영토 원격 침입이 불법적인 집행관할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위에서 논의한 원칙을 적용한다면,
(해킹이든 그렇지 않든) 외국에서의 사이버 자산을 조작해야 하는 사이버 침입은 치
외법권 국가 권력의 행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이버
활동은 물리적 파괴를 동반했다고 하지 않아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전자파의 움직
임을 단순히 관찰하거나 수동적으로 채집하는 활동과는 성격이나 본질이 다르기 때
문이다. 고도의 전자감시는 물리적 침입을 최소한으로 야기한다고 해도 그 실질적 침
해 강도는 직접 대상국가에서 수행하는 침습적 정보활동의 강도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92) Seitz, supra note 91, p. 43.
93) 한희원, supra note 10, p. 784.
94)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ch. II, sec. 1, tit. 1, Nov.
23, 2001, C.E.T.S. No.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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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i)으로 볼 것인가의 같은 문제부터 쉽지 않다. 더욱이 어떤 국
가 행위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더 명확하지 않다.
간단한 조사도 국가 행위로 볼 것인가. 어느 수준이라야 사이버 침입
으로 볼 것인가 등등 난제는 이어진다. 다만 정보활동이 역동적이거
나 각종 장비 등 물리력을 더 많이 동원하고,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더 부합하지 않을 때는 주권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정보활동이 해당 국가뿐만이 아니라 제
3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수록 이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개입
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95)
딕스 교수는 ① 오류와 위해의 위험, ② 대상이 국가인지 아니면
비국가인지, ③ 해당 상황에 적용될 특별한 국제규칙의 존재 여부,
④ 공공연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은밀한 조치라는 네 가
지 변수를 정보활동의 침습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96)
딕스 교수는 위 4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소위 딕스 모델(The
Deeks model)이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특정한
국가와 관련이 없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 국가는 정
보활동으로 가하게 될 위해의 유형과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국가에 끼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국제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당 국가를 직접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정보활
동을 수행할 때는 관련 국제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유연성
이 허용된다.97) 딕스 모델은 국제법을 전반적으로 정보활동에 투영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하게 하는
95) Loch K. Johnson, On Drawing a Bright Line for Covert Operations, 86
Am. J. Int’l L. 284, (1992), pp. 305–309.
96) Id. pp. 671–675. 예컨대 어떤 국가의 선거 결과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심성 선거 뇌물원조 공작.
97) Id. p.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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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담당했다. 그 결과 각국이 대외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게 했다.
니겔 화이트(Nigel White) 교수가 잘 설명했듯이, 국제법은 개별
주권국가가 국가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저돌성에 의해 규범력이 약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활동은 단기이익을 위한 국가 권력의 행사임
에 반해서 국제법은 그 규범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주권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연한 제약으로 남아 있다."98) 다시 말
해 국제법은 국제관계의 어떤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법의
일반적 속성이지만, 문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어떤 것을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법은 규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구속은 한다.

2. 사이버 공작의 세계
사이버 공작은 다양한 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사이버 스파이는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중요하거나 기
밀인 데이터, 영업 비밀 또는 기타 형태의 IP를 수집하는 정보활동이
다.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평판을 해칠 의도로 개인정보나 의심스
러운 사업 관행을 노출하는 활동으로도 나타난다. 사이버 스파이 공
격은 금전적 이득은 물론, 군사 작전과 연계되거나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전쟁을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사이버 간첩이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목표 국가의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거나 인명 손실을 주는 등으로 대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98) Nigel D. White, Advanced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Conflict and
Security Law 7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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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파이의 대상 주체는 대기업, 정부 기관, 학술 기관, 싱
크 탱크 또는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귀중한 지적 재산권 및
기술 데이터를 보유한 조직 등이다. 저명한 정치 지도자와 공무원,
기업 임원, 심지어 유명인사들과 같은 개인들을 상대로 표적 선거운
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이버 스파이의 목표물은 매우 광범위하
다.99)
사이버 스파이는 과학기술 진보에 맞추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사이버 스파이를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라고 한다. APT는 대상 네트워크의 보안장치를
무력화하고 감지되지 않은 존재로 침입하여 숙주하면서 중요한 데이
터를 장기간에 걸쳐 훔치는 정교하고 지속적인 사이버공격이다. 오늘
날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무법의 영역이다. 오직 과학기술력에 비례
한 힘의 논리로 전개된다. 보편적 국제 입법의 제안이 이어지지만,
범죄인, 즉 스파이 인도 협약의 난항과 함께 국제법 시행의 어려움으
로 여전히 법치주의가 답보상태를 보이는 영역이다.
영장이 발부된 사이버 스파이에 대해서도 범행을 확인한 때도 범
죄인 인도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감소한다. 정보기
구와 달리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들은 사이버 범죄자, 특히 해
외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범죄자들의 교묘한 범행을 뒤쫓거나 검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이버 범행을 이해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취약하
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최근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COVID-19 대유행과 관련된 연구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승을 부

99) 연구개발 자료 및 활동, 학술연구자료, 지적 재산권, 조직 재정 및 지출에 대한 중요
한 정보, 고객 목록 및 결제 구조, 비즈니스 목표, 전략적 계획 및 마케팅 전술, 정치
전략, 제휴 및 커뮤니케이션, 군사정보 등을 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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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보안당국은 2020년 4월부터 미
국, 영국, 스페인, 한국, 일본, 호주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
입 활동이 점증하는 것으로 보고 배후에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이버 스파이의 장점은 체포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
이버 스파이는 지리적 제한이 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이버 공작
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어디에나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이버공격을 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공격에
스파이 활동이 포함된다.100) 최근의 사건들은 사이버공격, 사이버 공
간에서의 전쟁 행위, 사이버 테러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합
의의 부족을 잘 보여준다.101)
사이버 전쟁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무력 공격이나 무력
사용에 상응하는 국가 간 행동으로 개념화되며, 이는 비례적인 무력
사용으로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 사이버 테러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대한 파괴적인 활동이나 위협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사용
하여 해를 끼치거나 사회적,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
한 목적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위협할
의도"로 간주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는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침
해와 지적 재산 및 기타 데이터의 도난을 포함한다.
이러한 각 범주 내에서 서로 다른 동기는 물론 다양한 행위자의
의도와 방법이 겹치면 대응 옵션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범죄자,
테러리스트, 스파이는 조직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기반 기
술에 크게 의존한다. 사이버 테러범들은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
100) 로렌스 레식 지음, 김정오 옮김,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코드가 법이다.』(나
남, 2002), p. 77:
http://www.nwfusion.com/news/2000/1120cyberattack.html?nf.
101) 소위 북한의 소행으로 추측하는 소니 엔터테인먼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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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이버공격에 참여하는 국가가 후원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다. 사
이버 스파이(Cyberpie)는 정부나 민간 기업이 경쟁적 전략, 보안, 재
정 또는 정치적 이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훔치는 개인이다. 사이버 십자군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불법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는 개인이다. 사이버 워리어(Cyber Warrior)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사이버공격을 수행하
는 국가 요원 또는 준 요원이다. 사이버 활동가들은 즐거움, 철학, 정
치 또는 다른 비금전적인 이유로 사이버공격을 수행하는 개인들이다.
사이버공격이 범죄행위인지, 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것인지, 테러
행위인지, 무장 공격에 준(準)하는 국가의 무력 사용인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간 관계
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도구도 아
직 명시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이버 전쟁과 사이
버 테러를 둘러싼 현재의 법적 틀도 복잡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
사 활동은 국제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포함한다. 사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없다.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즉응적 입법
에 발 빠른 미국도 사이버공격의 분류와 대응 정책의 모호성은 사이
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격자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해 효과적인 억제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집행 가능성 등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치는 필요하다.

3. 현실과 과제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위협은 국가의 사이버 시스템을
마비·파괴하고, 민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
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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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02) 2014년 말 소니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이버
공격처럼 외국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쉽
게 사이버공격을 동원한다.103) 우리나라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청정
국가가 결코 아니다. 2021년 올해만 해도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
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발생
했다. 사이버 위협 대응 거버넌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
다.104)
현행 국내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는 공공 및 민간영역을 분리하
여 개별 부처에서 분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간부문 정보보
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다. 동 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킹 등을 포함한 침해사
고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전파·예보·경보·긴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제48조의2 제1항). 공공과 민
간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안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마련
되어 있다.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행정·금융·치안·국방·에너지 등과
관련한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동 시설의
관리기관이 기반시설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제5조 제1항). 또한
102) 홍석훈, “국제정치적 관점에서의 사이버 안보 논의와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국가
안보와 전략』 제19권 제2호, 2019.
103) Department of Defense, Joint Publication 3-12, Cyberspace Operations.
104) 국내 정보보안체계는 공공과 민간부문별로 주관 부처가 따로 있는 분산형 체계이
다. 공공부문 정보보안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민간부문의 정보보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총괄한다.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은 국정원·국방부·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분권적 체계이다. 공공부문 정보보안의 근거는「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제1항).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과 관리는 국정원장이 총괄·조정한다(제5
조 제1항). 국방분야의 사이버안전 업무는 국방부에 대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둔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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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국방부에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의 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5조의2
제1항).
현행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가 이미 마련되
어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법제 마련이 기존 법령 적용 간에 혼선을
준다는 점에서 현행 법제가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
다.105) 또한 공공 및 민간영역을 통합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마련
과 관련하여 분산형, 통합형, 신규 컨트롤 타워 조직형 등 다양한 의
견도 있다.106)
하지만 더욱 심각하게는 후술하는 양자 컴퓨터 체계와 맞물려 실
전 전투사령부형을 지향하는 외국의 사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해외 각국은 눈부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안보 환
경의 변화, 인공지능 미래 시대에의 즉응, 인공지능 스파이나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 등을 고려한 입법과 효율적인 정보 안보 시스템의 구
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협적인 사이버 전력을 보유한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안보 환경에 있는 우리의 경우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구축은 현실에 즉응해야 할 것이다.107)

105) 김도승,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KISO 저널』 제26호, 2017; 유
지연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주요국 비교분석 연구," 『국가
정보연구』, 제14권 1호, 2021, pp. 127-128;
106) 최진응,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장노순 "사이버 강
압의 위협과 미국의 대응전략 및 조직체계", 『국가정보연구』,제13권 1호, 2020,
pp. 9-12.
107) Cyber Awareness Challenge 2022, available at,
https://public.cyber.mil/training/ cyber-awareness- challenge/.

124 국가정보연구 제14권 2호

4. 미래 사이버 환경 -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ers)
가. 그 위험성
전술한 바와 같이 스파이는 태고적부터 존재했다. 인간, 부족, 민
족과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에 의존해왔고 정보 수단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변화를 거듭했다. 오늘날 그 중심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파이 활동이 있다. 그를 방어하는 것이 컴퓨터 보안,
즉 사이버보안이다. 그런데 만약 사이버 공간의 모든 암호화 프로그
램을 파괴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가공할 만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어떻
게 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궁극적인 사이버 스파이 도구일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의 하나가 양자 컴퓨터이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최
초의 국가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 있는 암호화된 모든 메시지를 읽고,
모든 은행 계좌와 모든 나라의 군사비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양자 컴퓨터는 완벽한 컴퓨터 네트워크
스파이 도구인 것이다.
문제는 양자 컴퓨터의 이런 놀라운 의미를 고려할 때, 양자 사이
버 간첩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가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느
냐는 점이다. 『비밀의 언어(THE CODE BOOK): 암호의 역사와 과
학』의 저자 사이먼 레나 싱(Simon Lehna Singh)은 양자 컴퓨터의
위력을 고려하여 정부는 어떻게 양자 암호학을 규제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책을 마무리한다.108)

108) Simon Singh, The Code Book: The Science of Secrecy from Ancient
Egypt to Quantum Cryptography ( Anchor, 2000), p. 350.

스파이 활동에 대한 법의 지배와 미래 전망 ▷▷ 한의원 125

나. 양자 컴퓨터와 암호 그리고 사이버 간첩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기술과 능력에 대한 설
명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현대 과학자들
은 양자 컴퓨터는 오늘날의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우주의 나이보
다 더 오래 걸려 계산하는 것을 불과 몇 초에 할 수 있는 기적의 컴
퓨터라고 하고, 양자 컴퓨터는 또한 격파할 수 없는 새로운 암호체계
를 제공하여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절대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비밀병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109) 그러므로 양자 컴퓨터는 사이
버 간첩과 국제법에 놀랍고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본격적
인 양자 컴퓨터 기술을 보유하는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장애
도 없는 무한한 스파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 저널리스트 줄리안 브라운(Julian Brown)은 양자 컴퓨터가
사이버 간첩과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양자 컴퓨터는 전통적인 컴퓨터의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 그 결과
양자 컴퓨터는 군사, 통신, 비밀과 감시, 데이터 보호, 전자 상거래
및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완전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부터 국
방부의 가장 비밀스러운 파일까지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연
구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자금이 펜타곤, 국가안보국(NSA), 나토
(NATO) 같은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양자 컴퓨터
를 만들려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유수한 정보기관들은 촉수를 높
여 감시한다.”110)

109) 양자컴퓨터가 뭐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11월 29일.
110) Julian Brown, Minds, Machines and Multiverse: The Quest for the
Quantum Computer (Simon & Schuster, 2000), pp.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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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법적 규율 가능성 – 학설의 대립
한계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정부에게
있다. 이론적으로 양자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된 메시지는 깨질 수 없
다.111) 현행 국제법으로는 양자 간첩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최악
의 시나리오는 핵무기 기술처럼 파괴적인 정부가 양자 컴퓨터 기술
을 만들어 현행 보안체계를 파괴하고 해킹하여 지구의 비밀을 손에
넣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방지하여야 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의식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이다. 하지만 통합된 합의 가능
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원래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은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된 컴퓨
터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공간이다. 양자 컴퓨터의 세계도 마찬가지
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 쉽게 진입
할 수 있다.112) 사이버 공간은 공상과학 소설가인 윌리엄 깁슨이 만
든 용어였다.113) 사이버 공간에 대해 물리적 공간에서의 법이론이나
사법제도와는 다른 체계가 필요한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이에는 대립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한쪽은 사이버 세계에서
의 법치 통제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새로운 실정법이 필요하
다고 말한다. 다른 쪽은 새로운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후
자는 현재의 국제법 원칙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대로 유추될 수 있으
므로 별도의 국제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다. 첫 번째 견해는

111) Singh, supra note 108, p. 349.
112) Reno v. ACLU, 521 U.S. 844, 117 S.Ct. 2329 (June 26,1997).
113) David R. Koepsell, The Ontology of Cyberspace: Philosophy, Law, and
the Fu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Open Court, 2003), p. 11: 정준현, 주연
수, "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국가정보연구』, 제13권 1호, 2020,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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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이끈다. 두 번째 견해는 프랭
크 이스터브룩(Frank Easterbrook) 판사가 주도한다.114)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연결되는 인류 미래의 사이버 공간을 우주
나 북극 남극처럼 인류의 공역이 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전쟁 없는
세계 대전의 길로 나아갈 위험성에 쉽게 노출된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해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사이
버 양자 국제 경찰의 조직과 운영의 실제도 난제일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음을 반추할 필
요는 있어 보인다.

Ⅳ. 맺는말 - 정보법치의 미래 전망
스파이 활동은 인류 역사의 일부였다. 스파이는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국가 운영의 필수도구이다. 현재 평시의 간첩 행위를 금지
하는 국제법은 없다. 전쟁시의 스파이 활동은 국제법상 합법이다. 현
행 국제법상의 평화시와 전시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법리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스파이 활동 방법은 기술적인 진보
를 거듭해왔다. 단순한 물리적인 감시로 시작한 스파이 활동은 전자
기기의 등장으로 크게 변모했고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또한 획기
적으로 변했다.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사이버 간첩은 또 다른 스파
이 도구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기존의 스
파이 활동 방법론은 변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술이 국력이 아니
114) Easterbrook, supra note 9; Nicolai Seitz, Transborder Search: A New
Perspective in Law Enforcement?, 7 Yale J.L. & Tech. 23, 42–44 (20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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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존망 자체임을 알리는 시대가 기다리는 것이다.
정치 후진국ㆍ정보 후진국의 일반적인 공통점은 정보와 정책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보와 정책의 관계는 반투성의 유리
막을 경계로 하여 정책은 언제든지 정보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지
만, 정보는 정책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말고 단지 정책결정자에게 합
리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정보법치로 상징되는
정보 민주화의 요구는 일부 국가에서는 독재체제를 종식하고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정책의 쇄신과 함께 정보기구의 근
본적 개편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국내 정보 문
제를 포함한 보안 분야의 개혁과 해외정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리
의 문제를 제기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보기구 사이의 효율적인 정
보공유의 문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법치주의가 국가정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
으나, 민주국가의 존립 목적은 근본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의 법치화는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
적인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것 자체로 커다란 업무 불
안 요소를 제거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주어 국가정보 기구의 업
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일반 국민
의 자발적인 정보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비효
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법치 제도 개선은 의식개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달성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정보공동체 종사자들의 새로운 정보
마인드 형성과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해 입법 조치됨으로써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구축이 수반되어야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술 윤리는 늘 해당 기술보다 훨씬 늦게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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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기술의 편리함에 취해 이점을 누리다가 나중에서야 그 부작용
과 해악을 깨닫고 윤리를 논한 것이다. 미국 해전대학(Naval War
College) 톰 니콜스 교수는 『전문지식의 죽음(The Death of
Expertise)』이라는 저서에서 국내법과 국제법 전문지식 그리고 기계
윤리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전문영역에서는 소위 공
론(公論)이라는 취지로 일반 대중의 여론을 기준으로 필요성이나 가
치를 판단하는 우(遇)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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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pects about the rule of law on spy
activities
Han, Hee-Won (Donguk University)
National intelligence is a variety of data collected at home and
abroa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secure national interests. The
produ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is the fate and reason for its
existence. The motto of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which is simply known as the secret hand of the world,
says, “We go where nobody goes, and we do what nobody can
do.”
However, globalization, openness, and raising human rights
awareness request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law to the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 I
name the request of the rule of law for intelligence activities as
the rule of law. However, even if it complies with the act and
laws, in the absence of a world court, if it follows the principle of
warrantism, it will inevitably receive a warrant from its own court.
Spying has been part of human history. This is because spies
are key assets of national security and are essential tools for
operation. Currently, there is no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espionage in peacetime. Spying during war is also 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 legal
principles of peace poetry and wartime spy activities can als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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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spy

activities.

Spy

activity

methods

have

made

technological progress. Spying activities, which began with simple
physical surveillance, have changed significantly with the advent of
electronic devices and have also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advent of cyberspace.
Cyberspace and the Internet are redefining and affecting many
area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cyberspace is
also affecting our national security. Every day we hear or read
news about computer hacking and threats to computers, privacy,
industry,

and our lives. We also hear that

the threat

of

computer-related crimes to our national security or important
infrastructure is increasing.
However, in the era of quantum computers, the existing spy
activity methodology will inevitably be hit and transformed. What
if there is a technology that can provide absolute espionage and
intrusion into other computers by cracking encrypted information in
a very fast way? In other words, what if there was a computer
that could turn off all encryption programs?
It may be the ultimate means of computer network spy, and
such technology is a quantum computer. The first country to
develop quantum computers can read encrypted messages and
access bank accounts or military confidential files, which is the
perfect means of computer network espionage. The question is,
given its remarkable implications, whether bilateral espionage will
be 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The era of announcing that
technology is not a national power, but a crossroads of existen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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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ing.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principles of
spying space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examined whether it can be applied to cyberspace, which is
considered the fifth battlefield today.
Today, in Korea, the rule of law is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exercise of all public powers. Of course, it
constantly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constitutionalism is
practiced fairly and justly in practical application as much as the
abstractness raised by the term rule of law. In this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ity of international law on intelligence
activities and examin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intelligence
law in the cyber world. For this, I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spy activities by area and looked at the specific applica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norms to spy activities. The ideology of
analysis is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overeignty, which is the ideal of international law,
and respect for universal human rights.

Key Words

National Intelligence, tu quoque, Electronic Surveillance, Principles
of respect for sovereignty, aviation reconnaissance,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cybersecurity,

quantum computers.

cyberattacks,

information

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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