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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최근“FireEye”
가“견고한 인
터넷 인프라로 인하여 한국이 사이버 범죄용 CnC 인프라를 호스팅 할 최적지로 부상하
였다”
는 지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이버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이고도 흔적을 감출 수도 있는 사이버전을 감행하여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정보기반시설을 무력화하여 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위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
협은 현재 지속적으로 점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사이버의 안전관
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소홀이 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권력이 법치원리가 아닌 일당독재
자의 지도원리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또 다른 비대칭적 전략우위를 제공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제도적 비대칭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북한에 의한 사이버공
격 대응법제의 논의를 위해서도)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국가의 통일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사이버전략의 수립과 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
할 조직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조직체계의 정리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의 특성에 합당한“악성코드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법률”등과 같은 작용법제
의 논의를 공론화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사회가 갖는 고도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국가와 민간전문가가 위험대응을 분담하는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
러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사이버전문 공학자가 그려낸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공개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사이버 민방위훈
련을 실시하여 그 훈련에서 얻은 성과를 사이버대응법제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사이버공격, 비대칭전략, 법치국가원리, 사이버공격 시나리오,
사이버안보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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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처음에
2014년 7월 미국의 소니픽쳐스사가 GOP(Guardians of Peace)라 칭하
는 해킹그룹에 의해 내부문건이 유출되는 사건1)에 이어 같은 해 우리나라
에서는 12월12일 사이버테러징후가 포착되고 같은 달 17일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원전관련 설계도와 부품도
까지 유출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해킹 사태2) 등 북한에 의한 도발이 추측
되는 사이버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과거 2003. 1. 25. MS SQL 서버의 허점을 이용한 슬래머 웜
공격(소위“1.25 대란”
으로 통칭)으로 인하여 국내의 DNS가 마비되어 경
험,3) 2008. 7. 체포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인 원정화의 사회공학
적 공격을 이용한 군사비밀 수집행위, 2008. 2. 청와대 NCS직원이 사용
하는 PC를 통해 웜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안보와 관련한 주요정보를 탈취
한 보안사고를 비롯하여 7.7분산서비스공격(DDos) 대란이라고 불리는 사
이버공격이 행하여 청와대와 국회를 시작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다음 등
정부와 은행, 포털사이트 등 16개의 주요사이트를 접속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사태4) 등 북한의 도발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매년 크고

1) 미국의 FBI 수사에 의하면, 소니픽쳐스 해킹공격의 책임을 북한으로 규정하는 근거로 지
난 3.20 및 6.25 사이버테러 당시 사용된 악성코드와 유사성을 갖는 다는 것과 악성코드
에 남아 있는 IP주소와 악성코드와 북한 관련 IP가 교신하면서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들
고 있다. http://blog.naver.com/gpgptmfr/220219171207 <2014. 12. 21. 접속>
2) 이에 대해 김영환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해커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
는 실시간 해킹 추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
opi21/220220853026
3) 2003년 1.25 대란이 일어났던 해에는 인터넷침해 사고로 인한 국내 피해액이 1조5378억
원으로 세계 피해액 15조4830억원의 10%에 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전자신문,“1.25
대란 후 대응체계 구축으로 절약한 비용 5조원”
, 20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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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국가적∙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가 있다.
지구촌 유일의 이념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세습체제와 경제개혁에 대
한 실패 등의 내부적 불만을 무력충돌의 긴장감으로 몰고 있는 북한이 대
남 적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실현수단으로서 물적 피해가 아닌 우리의 눈
을 가린 채 남한 사회 전체를 일시에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사이버
공격을 도발하고 있는 점5)과 우리 사회가 북한과 달리 정보화 선진국의 대
열에 들어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에 한정되지 아니한 내∙외부의
모든 불순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안전
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져있는지,6) 필요한 법제의 흠
결은 없는 것인지 여부를 헌법이 부여한 국가책무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격의 특징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간
4) 당시 이러한 분산서비스공격을 막기 위한 장비는 대전통합전산센터 1개소에 불과하여 속
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사전예고된 DDos공격”
, http://www.betanews.net
2009. 7. 8.
5) 한희,“사이버 공간과 국가안보”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2014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14.4.17. p. 17.
6) 현재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 의안번호
1914264호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공성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국
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이나 한선교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번호 1900141 및 의안번호
1810006호의「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등에 관한 법률안」19대 국회의 구성으로 인하여
자동폐기된 상태이나 서상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하고 2013.4.9 접수된「국가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및 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2013.3.26 접수된「국가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소관위원회에서 2013.12.11 회송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상황은 최근 입법화된“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
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국가정보원의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국가
정보원장을 삭제하고 있는 바(국회사무처,“제330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제2호”22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 내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법치주
의 아래에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당론입법의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가안전보장사무를 수행할 기관에 대해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근거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국가정보원의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는
입법부의 태도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法治의 의미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 ▷▷정준현

87

에 이루어진 사이버공격의 교훈을 통해 전통적인 위험예방법제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핀 후 국가사이버위기
의 대응법제를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II. 사이버공격과 국가안보
1. 사이버공격의 특징
가. 사이버공격의 대체적 유형
2013년 12월의 유럽정보보안기구(ENISA)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면,7) 사
이버공격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바이러스나 멀웨어
(Malware)가 다운로드 되어 실행되는‘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 네트워
크 내 연속적인 복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억장치를 소모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파괴하는 프로그램인‘웜/트로이안’
, 상대방 프로세스(주로 콘텐
츠관리시스템)에 독립 실행코드를 삽입한 후 실행시키는‘코드인젝션’
,소
프트웨어의 버그, 보안취약점 등의 결함을 이용해 공격자의 의도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절차나 일련의 명령인“익스플로이트 킷
‘가 있다.
그밖에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어 해커의 통제를 받는 컴퓨터 네트워크인
‘보넷’
이나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여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
켜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DDos공격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평
가되고 있고, 이들 사이버공격은 특정한 표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위
협하는 공격(APT: Advanced Persist Threats)으로 끊임없이 진화∙발
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악성코드를 IT부품 안에 내장하거나 자신의 존재
7) http://lugenzhe.blog.me/9018811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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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숨기는 루트킷(Rootkit)기능을 가진 리눅스 악성코드나 ARM
(Advabced RISC Machines)과 MIPS(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
등의 프로세스로 구동되는 사물인터넷을 노리는 악성코드 등 전염성이 강
하면서도 그 기능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져8) 사전의 탐지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나. 사이버공격의 특징
사이버공격은 물리적 테러와 달리 형체를 갖고 있지 않아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는 은밀성과 아울러 접속매체 등에 대한 감염을 확산시키면서(감염
성),9)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려 계획된 공격을 개시하는 잠복성10)
등의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정보화수준이 높은 지역(남한)과 그러하지 아니한 지역(북
한) 간의 비대칭성, 사이버공격과 물리적 피해의 발생 간에 시간적∙공간
적 비대칭성과 징후의 탐지와 대응의 비대칭성 등 국가총력적인 첩보의
수집과 개인의 PC를 비롯한 사회통신망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우리의 안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고립된 국가로서
북한의 비대칭전략11)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12)
8) http://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secunews/secuNewsView.do?seq=
23125
9) 신영웅 외 3인,“국가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 3∙20사이버 침해사건을 중심으
로”
,「국가정보연구」제6권 제1호, p. 135.
10) 2010년 7월 7일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의 경우 2009년 7∙7 디도스 당시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은 악성코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http://www.nkvision.com/read.php?num=495
<2015.1.23>
11) 비대칭전력에 관한 상세는 박창희,“비대칭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4권제1호(2008), p. 180 이하 참조.
12)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내정자는 최근 청문회에서“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서 가장 휘발성이 높고 위험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
면서“북한은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이고 국제적으로는 고립돼 있어 정치적인 붕괴를 기다리는 처지다. 하지만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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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보 위협사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침해
당하거나 위협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지아에 대한 사이버공격
2008년 8월 그루지야로부터 분리 독립을 목표로 남오세티아 자치주를
둘러싼 군사 활동과 때를 같이하여 조지아의 모든 웹 사이트가 접속곤란
하게 되고, 사이트가 변조되어 부정명령이 확산된 사건으로서 그 구체적
인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⑴ 정치적 상황
남오세티아는 1991년 조지아∙오세티아 분쟁 당시 사실상 독립적으로
있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조지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었다. 현재에도 유
엔의 다수는 남오세티아를 영토상으로는 조지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1991년 조지아∙오세티아 분쟁 이후에도 긴장관계가 계속되어, 1992년에
는 유럽안보기구(OSCE) 하에 평화유지군(러시아, 조지아, 오세티아로 이
루어진)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그루지야와 러시아의 원조를 받는 분리주
의자와의 긴장은 고조되어 갔다.
⑵ 조지아의 IT화 상황
당시 조지아의 인구 100명 당 인터넷 사용자는 7명(에스토니아는 57명)

이고 비대칭적인 무기들로 무장한 채 국제 규범의 법치에 구속되지 않는 독재정권은 극
히 위험하다. 내부적으로는 정보유통을 단속하면서 열려 있는 국제 정보고속도로를 불
법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에는 열심이다”
고 하였다. http://news. donga.com/List/
Series_70040100000051/3/70040100000051/20141206/68383768/1 <20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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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인접한 국가에 비하여 IT의 발전 속도는 뒤쳐진 상황으로서 인접
한 국가인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의‘랜드 라우터’
를이
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지아의 국제사회와의 접속 상황은 절반 정도로 구
체적으로는 309개 조지아 Prefix(IP식별번호)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러
시아 경유)에 의해 라우팅되고 있었다. 당시 조지아와 서유럽 간의 통신선
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⑶ 공격의 시작과 형태∙영향
2008년 8월 7일 분리주의자의 도발이 발생한 후, 조지아군은 분리주의
자의 군에 대해 기습공격을 시작했다. 다음날에는 러시아군이“해외에서
러시아인의 보호”
라는 국가적 의무를 내세우면서, 조지아군에 대해 처음
에는 남오세티아에서, 그 후에는 평화유지강제(Peace Keeping Mandate)
의 범위를 넘어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당시 조지아 대통령은 8월 9일 전
쟁상태에 있다고 선언하였으며,13) 러시아군은 조지아에 진입하기에 앞서
8월 8일 조지아 정부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개시하였고 군사공격
자체는 8월 12일 정전협정에 의해 종료되었지만, 사이버 공격은 8월의 기
간 중 계속 이루어졌다.
사이버 공격은 조지아의 작전통신시스템에 대한 마비를 통한 군의 전쟁
수행능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14)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의 변조 및 DDoS공
격명령 및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등과 조지아 정치인의 이메일에 대한 스
팸이나 표적형 공격 등도 이루어져 조지아의 주요 정보통신망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조지아는 러시아에 대한 무력대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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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에 관하여는 「 方の「 構」崩すグルジア紛 報告書宣 合 も再燃」
http://sankei.jp.msn.com /world/europe/091004/erp0910042310003-c.htm 참조.
14) 김두현,“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방안 고찰”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
지」제14권 제2호 (2014), p. 3.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 ▷▷정준현

91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호소나 자국민에 대한 정보전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지지나 국민적 총력전을 펼칠 수가 없게 되어 개전 5일
만에 항복하게 되었다.
⑷ 공격자의 정체
공격 당시 러시아어로 된 블로그, 회의실, 웹 사이트, 조지아의 웹 사이
트를 공격하는 배치 스크립트(war.bat라는 파일명도 있었다)를 배포하고
‘핀 플러드’
(Fin Flood) 공격의 기법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다. 또한
SQL 인젝션에 대하여 취약한 사이트의 정보도 퍼져 있었다. 이 대표적인
사이트가‘stopgeorgia.ru’
(stopgeorgia.info)로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
에는 러시아의 RBN(Russian Business Network)도 관여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구체적인 공격에는 봇넷(Botnet)이 이용되었으며, 이들 봇
넷의 통제자는 러시아의 harder가 주로 사용하는 MachBot이었다고 한
다. 러시아의 해커 커뮤니티가 이 공격에 관여하고 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관계기관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공격
2007년 4월에 에스토니아가 DOS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국가의 인터넷 인프라의 일부가 마비된 사건이 있었던바, EU와 나토는 이
를 최초의‘사이버 전쟁’
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사이버전쟁의 교전규
칙을 정리한 탈린매뉴얼(Tallin Mannual)이 만들어지게 되었다.15) 이 사
건을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5) 임채호,“국가간 사이버 전쟁”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871
&contents _id=76884 <20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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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정치적 맥락
2007년 4월 26일과 27일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는 소련시대의 제
2차 세계대전 기념비(청동군인)을 철거하고 이전하자는 에스토니아 정부
의 결정에 반대하는 러시아계 주민의 폭동이 발생하였다. 에스토니아 국
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100명이 부상하
고 1명이 사망하고 1,300명의 러시아계 주민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⑵ 에스토니아 정보화 정도
에스토니아 인구는 130만명으로 인구의 밀도가 낮아 정보화를 통한 공
공서비스의 확산에 주력한 결과 인터넷 뱅킹은 98%에 이르고 모바일 주
차장이 50%를 넘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화도 매우 잘 진전되어 450여개
의 공공기관과 3만 이상의 기업이‘X-road’
라는 데이터 교환 계층을 이
용하여 80%의 자연인이 소득신고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고 세계 최초로 전
자투표를 실시한 국가이기도 하다.
⑶ 사이버 공격의 시계열적 기술
러시아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시계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정적 대응(4월 27일부터 29일): 4월 27일 늦게 정부 웹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공격이 보고되었으며, 이 단계에서의 공격은 단순한‘사이버
폭동’
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러시아어 게시판 등에서는 네트워크 계층까
지의 연결상태를 체크하는 ping(Packet Internet Groper)명령의 이용이
지시되기도 하다가 자동으로 ping명령을 발사하는 방법이 지시되어 간단
한 D-Dos 공격이 발생하였다.
② 주된 공격(4월 30일부터 5월 18일): 4월 30일부터 대규모 봇넷의 이
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된 공격이 시작되어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고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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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서비스 회사인‘Elion’
의 DNS서버와 라우터는 일시적으로 서비스 장
애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격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1차(5월 4
일), 22차(5월 9일~11일), 3차(5월 15일), 4차(5월 18일)에 나누어 이루어
졌는데, 5월 9일(러시아 승리의 날)의 공격은 치열하고, 58개의 사이트가
차단되고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의 사이트가 이용불능상태에 빠지는 사태
에 처하게 되었다.
⑷ 공격기법 및 공격표적
이러한 공격방법으로는 DoS 및 DDoS공격, 웹 사이트 변조, DNS서버
공격, 대량의 스팸 등이 사용되었으며, 공격표적으로는 주로 ① 에스토니
아의 인터넷 중추에 책임이 있는 기구의 서버, ② 정부 및 정치적 표적,③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④ 개인∙무작위의 대상 등이 표적
으로 되었다.
⑸ 공격 근원지
공격 근원지는 여러 국가에 걸쳐 있지만 주된 공격은 인터넷의 포럼 및
웹 사이트16)의 지시에 따라 국가주의적∙정치적 감정으로 선동된 일반인
이었으나, 주공격의 2차는 일반시민의 항의수준을 넘어섰다. 중앙의 명령
제어가 효과가 있었다는 점과 파상공격이 정시에 이루어져 특정집단이나
세력의 금전적∙지적 자원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6) 4월 28일에는 러시아 사이트“http://2ch.ru”
이나“http://forum.web-dozor .ru”
에서
에스토니아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발언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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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공격과 우리의 안보
가. 우리의 정보화 수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과 달
리 우리는 전국에 걸쳐 유∙무선통신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을 뿐 아
니라, 평균 인터넷 속도가 25.3Mbps로 전세계 평균치인 4.5Mbps보다
5.6배가량 빠르고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인구는 4천531만4천248명으
로 전체 인구의 90.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17) 국가의 인터
넷 경제규모가 2010년 750억달러로서 GDP의 7.3.%에서 2016년에는
1,140억달러로 GDP의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18) 우리 사회가 냉장
고에서부터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무선네트워크를 통한‘IoT환경’
으로 나
가고 있으며,19) 인터넷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소통
20)
를 구현하는 과정
하는‘만물통신(IoE ; Internet of Everything: IoE)’

에 있다.
에릭 슈미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이미 편입되어 있
어 생활감각상으로는 인터넷의 존재를 느낄 수조차 없어“인터넷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사회”
로 역설적 표현이 적합한 우리의 선진화된 사이버환
경을 악용하여 앞에서 살펴본 조지아나 에스토니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기시대의 정보환경을 가진 북한21)이 정보화의 열세를 군사적 우위
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11001306&md=2015031200
3003_BL
18) 이경남,“국내외 인터넷 경제 규모 및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4. p. 64.
19) IDC보고서에 따르면, IoT 시장은 2020년까지 7조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세계최대가전박람회 CES 2015’
에서는 사물인
터넷’
에 기반한‘스마트카’
가 최고의 화두로 되고 있다. http://www.g-enews.com/
news/articleView.html?idxno=131684
20) http://www.zdnet.co.kr/news/news_ view.asp?artice_id=20140522025920
21) McDonald, M. (21 Feb 2011)“Home Internet May Get Even Faster i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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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는 비대칭전략22)으로 소리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
격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경제안보에서나 국민안보23)라는 면에서 전쟁수단
에 의한 물리적 위험보다 큰 정보사회의 공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24)

나. 북한의 사이버공격수준
2011년 미국이 첫 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여 안보영역에 있어 기존의
영토, 영공, 영해, 우주를 넘어 사이버공간을 제5의 전장으로 규정하였
다.25)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대량 인명살상 및 피해,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사력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26) 이
발표 이래로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이념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한
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다양한 사이버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Korea,”The New York Times.
21)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보안 인텔리전스 보고서(Version15, 2013년 상반기 조사 결
과)’
에 의하면,“지난해 4분기 세계 3위의 악성코드 유포지로 지목됐던 한국의 악성코드
감염률은 지난해 4분기 93CCM(Computer Cleaned per Mile)에서 올 2분기에는
24.3CCM으로 3.8배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올 2분기 전세계 평균 악성코드 감염률
5.8CCM에 비하면 여전히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는 지적(http://www.itworld.co.kr/
news/85081 <2014.5.9 접속>)은 북한의 군사전략적 우위로서 사이버공격을 택하게 하
는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2) 국민에 대한 인간안보가 없다면 국가안보는 달성될 수 없으며(조화순,「정보시대의 인
간안보」
, 집문당, 2012, 26면), 우리 헌법 제10조도 국가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보장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3) 1998년도의 예이지만, 12세의 해커가 장난삼아 애리조나의 루즈벨트 댐의 컴퓨터 시스
템에 침입하여 댐의 수문을 조종하는 SCADA system에 대한 제어명령까지 완전하게
알아 낸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사회를 경악하게 하였다(당시, 루즈벨트 댐은 489조 갤런
의 물을 담고 있어 400만이 살고 있는 피닉스 시티와 그 일대를 약 1.5미터 높이로 덮을
양이었다고 한다). http://www.itsa.org/ ITSNEWS.NSF/4e0650bef6193b3e852562
350056a3a7/3f141fc26dcebd5a85256be600617016? OpenDocument <2009.7.12 접속>
25) 조성렬,“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
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제17권 제2호, 120면, pp. 312-134 등 참조.
26) http://www.ajunews.com/view/2015011309460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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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9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Web사이트를 대상으로 처음 대
규모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여 큰 피해는 야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국의 주요 서버를 인터넷에서 분
리하여“공격전용 네트워크”
로 구축 한 후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이버전 훈
련을 받은 직원 3,000명을 투입하는 등27) 사이버공격의 강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한 의지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미국
과 같은 2위, 공격능력은 6위, 사이버정보평가능력은 7위에 랭크되고 있
는 등28) 비록 정보환경 자체는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는 북한29)으로서는 필
연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경의 열악을
군사적 우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비대칭전략 수단인 사이버공격능
력의 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FireEye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 해커의 공격은 스피어 피싱30)이 주를 이
루어 대상 기업체의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Web사이트를 확인하여 해당
사이트의 내용변경을 통해 사용자 컴퓨터에 침입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사
27) Fisher, M. (20 March 2013)“South Korea under cyber attack: Is North Korea
secretly awesome at hacking?”The Washington Post.
28) http://www.sciencetimes.co.kr/?news=%EB%B6%81%ED%95%9C-%EC%82%
AC%EC%9D%B4%EB%B2%84%EC%A0%84-%EB%8A%A5%EB%A0%A5%EC%84%B8%EA%B3%84-6%EC%9C%84
29) 북한은 내부의 1300여개 기관을 연결하는 인트라넷‘광명’
에 주로 의존하고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소니픽쳐스 사태로 인한 미국의 비례적 대응조치로
인한 북한이 사용 중인 175.45.176~179 IP 대역내 1024개 IP가 중 일부만 멈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킹부대는 북한 내부가 아닌 중국 심양이나 유럽에 주둔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한국, 유럽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 idxno=2014122311075988491
30)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해킹 사건의 발단은 2014년 12월 9일 현직 직원들에게
보내진 퇴직자 명의의 e메일이었다. 한수원 직원들은‘○○도면입니다’
라는 제목의 첨
부파일을 별 의심 없이 열어봤다고 한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업무 관련 내용을 전달했
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첨부파일에 담긴 악성코드가 작동해 해킹이 가능
하다는 것이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의 설명이다. http://joongang.joins.com/
article/310/16844310.html?ctg=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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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학적 공격 또는 피해자의 운영시스템을 조작하여 안티 바이러스 소프
트를 무력화하는 형태의 공격이 발견되는 바, 이러한 공격방식은 러시아
의 사이버 공격의 특징으로 북한의 사이버전사가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았
거나 러시아 해커와 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31)

4.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정보화기반이 열악한 조지아는 그 상태에서 더욱 외부와
고립되어 사이버공격이 있은 다음날에 전쟁상태를 선포하였고, 정보화기
반이 잘 구축된 에스토니아는 정보화에 매우 의존하는 생활관계가 마비되
는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국가사이버안보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과 사이버공격은 중앙의 명령제어를 통한 일시적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악성코드와 인터넷이나 접속기기를 통한 광범
위한 악성코드의 확산(전염성)을 통한 사이버공격의 효과가 외부화∙극대
화되는 때가 아니라 공격초기에 사전탐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교훈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물리적 폭력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해당 국가가 경찰에 의
한 질서유지의 한계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발견
되지 않는다. 짐작하건대, 그 이유는 사이버공격의 목적으로서 사이버전
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전쟁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이버수단을 사용하여 사이버 전장 공간내의 모든 표적을 대상으로
32)
으로서 그 위협은 사이버공간에 그치지 않고 현실공간의
하는 전쟁사상”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것33)을 종국적인 목적으로 삼기는 하나 사이버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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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ireEye,「サイバ一世界大 :
p. 10 of 18.
32) 한희, 앞의 글,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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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レベルの高度なサイバ一攻 の背景を理解する」
,

98

국가정보연구 제8권 1호

그 자체가 현실공간의 물리적 공황상태로 이어져「계엄법」
상 계엄발동요
건으로서“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
를 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이고 이 점은 사이버위기관리 법제의 검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당의 명령이 법에 우선하는 북한과 달리 법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사이버공격에 합당한 법체계의 정비 즉, 전통
적인 테러와 달리 그 자체로서 그리고 실시간 어떠한 물리적인 위험상황
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PC나 각종 정보통신설비나 제어시스템에
잠복하여 다른 접속 매체를 감염시키면서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34) 기기
의 오작동이나 마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적∙국가적 혼란을 야
기하게 하려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
의 정비는35) 국가대응제도상의 비대칭적 취약점의 보완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36)
33) 유동열,“북한의 대남 사이버 위협실태와 대책”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2014년 국가
안보전략연구원 학술회의), 2014.4.17. p. 23.
34) 2014년 3∙20 사이버테러 때도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들이 당일 오후 2시에 일제
히 마비된 경험을 갖고 있다
35) 이웃한 일본은 사이버보안 관련 시책을 총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령탑
인“사이버보안전략본부”
(본부장을 내각관방장관으로 함)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사이버보안기본법(
「サイバ一セキュリティ基本法」
)을 2014년 10월 29일 참의원중
본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6일 중위원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반
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36) 미국의 경우 NSA에 의한 인터넷검열에 대해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 국가안보이지만, 미
국의 독립정신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은“법지배의 원리”
(Patriot Act;
Foreign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Act 등)에 기초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권한행사의 정당성은 법원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한다. David Schultz,
“Democracy on Trial: The Rule of Law and the NSA”
( http://patimes.org/
democracy-trial-rule-law-nsa/) ; Derek Mead,“How Congress and the Patriot
Act Legalized the NSA’
s Phone Data Collection”
(http://motherboard.vice.com/
blog/how-congress-and-the-patriot-act-made-the-nsas-phone-datacollection-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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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법제
1.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현행 법제 분석의 관점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최근의 소니픽쳐스 사태나 한수원 해킹
과 같이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우리에 대하여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대략 개방망이나 폐쇄망(사회
공학적 공격과 병행)을 통해 접속기기∙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자동제어
시스템 감염시키는 전염성을 가지면서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의 곤
란성을 가질 뿐 아니라 전염된 기기의 제어 시스템 프로그램 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잠복되었다가 일정한 조건의 충족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관련프로그램을 제어하여 시스템을 마비케 하는 등의 현실적 침해
를 야기하는 지속성과 지능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특히 각종 사이버공격
의 도구로 사용되는 각종 악성 코드는 전염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 한정된
지역이나 기기에 대한 감염을 방치할 경우에는, 독사에 물린 경우 상처가
해당 부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켜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국가신경망으로서 정보통신망 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의한 악성 코드의 특성에 대한 정보
기관의 사전첩보 수집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의 특성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권이나 사
생활의 비밀권 등의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를 경찰이 순찰하듯 사이버위협의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일반적 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가안전보장사무나 사회공공의 안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이나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그 위험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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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제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법지배의 원리에 따른 사이
버위험요소의 사전탐지의 제약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사이버공격을 위
한 우리의 취약점으로 될 것이다. 하다못해, 조지아나 에스토니아에 행하
여진 적대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격을 규범상“전쟁”
이나“전쟁에 준하는
사태”
로 볼 수만 있다면 헌법 제77조제3항 및「계엄법」제9조가 정한 바
에 따라 영장제도나 정보통신시설이나 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제한조치를 통해“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수준에 불과한 최소한의 후속
조치라도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조만간 실현될“IoE”
환경에서 이루어질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감
안한다면,「정부조직법」
에 의한 전통적인 사무분장과 분장된 사무별 위험
예방사무를 전제로“각 부처의 개별적∙전문적 위험탐지 ⇒ 탐지된 개별
위험에 대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분석∙종합화 및 피드백으로서 국가통일
적 대응의 구성요소로서 부처별 대응”
이라고 하는 사이버위기관리체계의
일원화 또한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치주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와 그러하지 아니한 북
한간의 제도적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전쟁을 전제로 하는 우리의 법제현황과 문제점, 전쟁이 아닌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서 전자적 침해(악성코드의 유포)나 심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일관된 대응정책체
계의 법제현황과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전쟁여부 및 법제
가. 기존의 법제와 국제규범
전쟁(War 또는 Warfare)은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
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무력공격(Armed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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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UN헌장 제51조에 근거하여 피해국가에 의한 자위권의 발동이 허용된
다. 따라서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 내지 사이버전이 무력의 행사에 해당
한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합법적으로 무력적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러한 대응의 역량을 위해「계엄법」
에 의한 계엄의 선포와 포고령
을 통한 인터넷의 사전검열 등을 통한 사이버공격의 사전탐지와 격퇴 내
지「징발법」또는「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 근거한 물건이나 사이버전문인
력의 동원 또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NATO의 사이버교전규범인
‘Tallin Mannual’
의“사이버작전이 그 규모와 효과가 비사이버작전에 의
한 무력사용의 수준에 준할 때 무력사용이 된다”
거나37)“사이버공격의 물
리적 결과가 폭탄투하나 미사일발사가 작용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피해를
만들어낼 때 무력사용으로 볼 수 있다”
는 유력한 견해38) 등에 의하면, 사이
버공격과 물리적 공격간의 시간적 근접성이라는 관점에서 조지아사태와
에스토니아 사태를 사이버전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버공격과 물
리적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이버전쟁성을 부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다양한 표적을 대상을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격에 대하여는 피해국가가 공격국가에 자위권으로서의 무력행사
는 불가능할 것이다.39) 다시 말하자면,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이 공격과
동시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함이 없이 오랜기간 잠복하면서 접속되는 기기
를 감염시키면서 장래의 특정한 시점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도록 지능화
된 것이라면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
「계엄법」
)상으로도“전쟁”
이나“전쟁
37) 최준성∙국광호∙최문정∙양영섭,“사이버 무력분쟁에서 무력대응의 한계”
,「보안공학
연구논문지」제11권 제5호 (2014), p. 392.
38) 박노형∙정명현,“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대한국제법학
회」제59권 제2호 (2014), pp. 75-76.
39) 박노형∙정명현, 위의 글,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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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준하는 사태”
로 볼 수 없을 것이고,40)「계엄법」제9조에 의한 정보통신
시설이나 기기 등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등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
설사,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계엄법」등의 적용가
능성에는 문제점이 남는다.

나. 북한의 사이버공격과「계엄법」등
사이버공격이 북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공격의 파급효과가 심각
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전쟁에 준하는 사태”
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사
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
우”
에 해당되어야「계엄법」
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앞에
서 살펴본 조지아 사태나 에스토니아 사태에서도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사
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아래의 <
그림 1>에서 보듯이 최근의 한수원 사태를 비롯하여 북한에 의해 이루어
진 사이버공격으로 일부 불편함은 있었지만 물리력의 외관이 없이 사이버
위험이 계속되는 상태(①)에서는 사이버의 특성에 합당한 사이버계엄을
별도로 관념하지 아니하는 한「계엄법」
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점은 물리적 폭력을 전제로 하는「통합방위법」
의 적용성에 대하여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40)“사이버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저장되는 정보를 유출∙변경∙파괴함으로
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정보통신시스
템의 핵심기능이 훼손∙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
을「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은
사이버위기로 정의(제2조제4호)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아니한 점에
서 군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전쟁’
이 아닌‘위기’
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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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평시
사이버 ①
위협 ②
형태 ③

외관상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
�
�

�
�

�법치국가(평시법령)
�국가안전보장 : 국가정보원
- 수사관
�사회안전보장 : 행정 각부∙처∙청
-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법치국가(전시법령) : 기본권보장의 예외
�국가안전보장 : 국방부
- 일반 경찰권 장악
�사회안전보장 : 행정 각부∙처∙청
-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 군사법원

① : 물리력의 외관은 없고 사이버위협이 계속되는 상태
② : 사이버위협이 계속되다가 물리력을 동반한 전쟁에 돌입하는 상태
③ : 물리력의 동반없이 사이버위협으로 개인과 사회 및 국가안전이 점진적으로 위협받는 상태

<그림 1> 사이버위협과 평시 및 전시의 국가안전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공권력행사의 비례원칙을 정한 헌법 제
37조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민사집행법」제5조에서“국가권한은 해
당집행기관에 의하되 해당집행기관이 할 수 없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
으며, 경찰 또한 상대의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국군
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41)
이나「통합방위법」
은
물리적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의「계엄법」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으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위험에 법치국가원리에 합치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격이 갖는 위험수준의 객관화와 위험수준별
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국민의 통신비밀권∙사생활권 등에 대한 기
41) 이러한 사정은「통합방위법」
이 규정하고 있는 갑∙을∙병종 사태에 대하여도 타당할 것
으로 보인다. 향후 학제간의 논의가 요구되는 분야하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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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제한조치를 통해 물리적 폭력이 동반하지 아니하는 북한의 사이버공
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전문인력의 적법한 동원방법 등을 정
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3.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서 전자적 침해와 심리전에 대한
대응법제와 문제점
가. 금지규범의 기본법인「형법」
의 현황과 문제점
위기상황 속에서 국가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계엄법」
이나「통합방
위사태법」등은 종래의 물리적 위험에 기반을 두고 합법적인 물리력의 최
고행사주체인 국군에 의한 질서유지를 전제하고 있는 결과 우리법상 반란
단체인 북한이나 내∙외부의 불순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격에 대하여는 의
미를 갖지 못함을 보여주었듯이 기존의 위험의 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인「민법」
이나「형법」
은 사이버공격이 갖는 위험을 그
특성에 합당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42) 물론,「정보통신
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이라 함)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심리전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제44조의7 제1
항 제7호) 악성프로그램 등의 유포를 금지하는(제48조)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있기는 하다.
사이버공격의 수단으로서 악성코드는 현행법상 관리할 수는 있는 무체
물이기지만 전기나 가스와 같은 自然力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 제89조의
물건에 속하지 아니하고 형법상으로도 물건으로 관념되지 아니한다.43) 특

42) 이에 관련 미국법과 비교할 때 우리의 법제는 사이버공격자에 대한 민사책임이나 신체
적 손상 등에 대한 처벌규정 및 미수범의 문제 등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문
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박상돈, 김인중,“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단계별 법제도 비
교∙연구분석”
,「융합보안 논문지」제12권 제4호,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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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형법의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확대해
상 국가안보와 관련
석이나 유추해석을 경계한다는 점44)에서 현행「형법」
한 제87조에서 제91조까지의 내란의 죄나 제92조에서 제104조까지의 외
환의 죄45)에 대해 남한의 종북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격을 수단으로 삼을 경
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만약, 2013년의 6∙25사태가 남한 내의 종북세력집단이 전자정부망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전자정부기능이 마비
되는 결과가 초래한 경우나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을 모의한 경우에 과연
「형법」제87조의 내란죄나 제90조의 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
46)
「형
(
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법」제91조)이어야 하는데, 각종 악성코드 등은「민법」98조의 물건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결과 전자정부기능을 불가능하게 한 사이버공격이 물
43) 형법 제172조는 무체물인 가스나 전기 등의 방류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
산 등에 대한 위험발생을 금하면서도, 가스제어시스템이나 전기제어시스템에 대한 사
이버공격 행위를 금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75조에 근거하여 가스 방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은 가스방류 예비죄로 처벌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되지만 사이버공
격에 대한 위험이 저평가된 결과로 보인다.
44)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45) 예컨대 남한의 종북세력이 북한에 사이버공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악성코드를 개
발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물건의 제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법 제97조의 물건제공이적
죄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46)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에서‘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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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리적 외압으로서의“강압”
에 해당할지 그리고 전자정부기능의 일시적

마비가 국가기관의 권능행사의 불가능에 해당할지는 지극히 의문스러운
것이다.48)
따라서 금지규범의 기본인「형법」
의 개정을 통해 사이버공격이 갖는 구
체적 위험 이외에 추상적 위험만을 이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49) 이러한
사정은「통신비밀보호법」제9조가 정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에 근거하
여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의 징후나 공격 자체를 적법절차에 따라 탐지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서의 전자적 침해와 대응법제
⑴ 용어상의 문제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
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
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서「정
보통신기반보호법」제2조 제2호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47) 최근 한수원 사태와 관련하여 원전반대그룹(who am I)이 2차 파괴를 일으키겠다면서
원전의 가동중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원전가동주체에 대한 협박성“강압”
이 있은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비대칭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에 암약하는 종북세력에 의한 사이버공
격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 강압이 있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점에서는 법제정비의 미
비는 법치원리에 의한 국가사이버안보의 공백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48)「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같
은 법 제28조에서는“제12조에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
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한 바, 불순세력
에 의한 국가전복의 목적으로 전자적 침해를 한 경우를 상정한다면 예방적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49)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방적 관점에서 형법적 보호영역 및 가벌성을 확장할 것인지 여부
에 관한 위험형법론에 대하여는 박미숙,「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
사정책」(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26-02), 2012, p. 4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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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를 전자적 침해로 규정하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에 대해「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의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제26조 제1항 제1호)를 부여하고「국방
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또한“국방정보통신
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
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
을 국방정보보
호(제2조 제5호)로 규정하여 용어의 통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반하여,「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는 이를“침해사고”
로 정의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⑵ 현행법의 대응체계와 문제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안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에 의한 침해사고의 대응체계는“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보호계획 종합∙조정 등(제3조부터 제5조
까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제8조, 제8조의2) ⇒ 취약점의 분
석∙평가(제9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과 및 국가정보원장 등의 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제5조의2)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보호지침 제
정 및 관리기관의 장에 대한 준수 권고(제10조) 및 보호조치명령 등(제11
조) ⇒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침해사고 통지와 대책본
부구성(제15조) 및 복구조치(제14조) ⇒ 정보공유∙분석센터(제16조)”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모든 사이버공격이 그러하듯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당연히‘IoT’내지‘IoE’환경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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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이버망(개방망 및 폐쇄망)에 대한 부분적 공격을 통해 국가전체를
마비시키는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이버공격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2010년 7월 7일의 디도스 공격에서 보듯이 2009년 7∙7 디도
스 당시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은 악성코드에 의한 것50)과 한수원 사태에서
보듯이 평범하게 보이는 사이버공격일지라도 사회공학적 공격에 의한 국
가주요시설의 폐쇄망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것일지라도 국가사이버안보와
의 연결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SNS나 일반공중망이나 개인PC 등에 대해 국가
안보차원의 연계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주요정보통신망에 한정된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을 중심으로 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는 빈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고,51) 주요정보통신기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기관인 국
무조정실장으로 한 것(제3조)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으
로 하여금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제5조의2)은 헌법 또
는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
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법체계상의 문제점52)을 안고 있다. 그밖에, 국가보
안시설인 주요정보통신망의 경우에는 보안등급이 높은 기관에 의한 대응
과 복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한“통신망법”
에의
한 인터넷진흥원은 참여시키면서 보안영역에 대한 그러나 법률상의 지위
를 갖지 못한 국가보안연구소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넌센스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정보화에 대한 현실생활의 의존도가

50) 각주 10) 참조.
51) 유동열, 앞의 발제문, 34면; 김두현, 앞의 논문, pp. 2-3.
52)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하의 관리기관의 장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령하는 것(제11조)은 법체계에 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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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지고 있는 고도위험사회에서는 국가만이 모든 위험을 예방할 책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의 참여(Governance) 내지 민간위탁 외에
국민일반의 참여53)에 의한 위험의 예방이 요구되며,54) 국가안보는 모든 국
가기관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도 민관협치에 기반하
여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평시차원
에서 사이버위기에 이르기까지 사회공공망 일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시
간의 위협분석을 통해 순차적이고 점증적으로 국민의 통신비밀권 등 기본
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다. 북한에 의한 사이버심리전과 대응법제
현대 정보사회에서 사이버심리전의 효용가치는 큰 비용과 인력 없이도
가상의 공간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허위∙협
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유포하여 심리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물리력의 도움없이도 목표국가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55) 북한에
의한 사이버심리전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정보통신망
법”제44조의2 제1항 제8호는「국가보안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
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구국전선

53) 국민 모두는 헌법 제37조제2항이 정한 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단순한 위험사회와 달리 고도위험사회에서 보다 많은 자
유권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54)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급부국가적 이행책임에서 보장책임(기반시설책임, 제어책임 등)
으로 전환되는 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김일환∙홍석한,
“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제
14권 제14호 (2008), p. 146 이하.
55) 허태회,“사이버 생활화 시대의 국민 방첩의식 제고방안”
,「디지털 시대와 국가정보발
전」
, 한국국가정보학회, 2011.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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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dfsk.dyndns.org), 내나라(http://naenara. com.kp/ko), 려명
(http://www.yomyong.com), 모악산(http://www.moaksan.net), 민족
사랑의 장소(http://www.rsrt.com), 민족통신(http://www.minjok.com),
범민련공동사무국(http://www.ommin.et), 실리은행(http://www.silibank.com),
우리 민족끼리(http://www. riminzokkiri.com),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http://www.members.ortunecity.om/m2) 등56)의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성을 강하게 갖는
SNS57)에 대하여는 경찰공공성의 원칙58)과 관련해 볼 때 영장이 없는 사전
검열이나 통신제한조치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이기는 하지만, IS(이슬
람국가)와 같은 테러집단은 10대가 좋아하는 게임물(GTA5: Grand Theft
Auto 5) 등을 영상화함으로써 SNS를 통한 10대의 테러참여를 선전∙선
동한다는 점에서 SNS 등 ISP59)에 대해 계정의 임시차단조치를 거쳐 삭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60) 민관협치의 위험예방법제의 가능성까지 부
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6)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
B5%AD%EC%97% 90%EC%84%9C_%EC%B0%A8%EB%8B%A8%EB%90%9C_
%EC%9B%B9%EC%82%AC%EC%9D%B4%ED%8A%B8_%EB%AA%A9%EB%A1%9
D <2015.3.1>
57) 이라크 외교장관은 2014년 12월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전략연구소(IISS) 포럼에서“IS가
SNS로 펼치는 전쟁엔 국경이 없다”
며“제1∙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
모가 크고 복잡하다. 제3차 세계대전”
이다고 우려했다. http://www.ajunews.com/view/
20150126134721868
58) 경찰공공성의 원칙은“사생활불가침, 사주소불간섭 및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을 내용
으로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박균성∙김재광,「경찰행정법」(박영사2015), p. 177-178.
59) 일반인의유해정보에대한접근을방치한ISP에대해형법상보증인적지위를인정하여정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는
윤해성,“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형사법적책임”
「인터넷법룰」
,
통권제2호(2005), p. 72.
60)“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차단조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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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사이버공격과 국가안보위협 징후와 대응의
피드백체계로서 콘트롤타워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제66
조 제2항)와 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군의 통수권자(제74조)로서 대한
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국가
안전보장 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
가안보실을 설치하는(제15조) 외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국가정보원 설치(제17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을 비롯한 내∙외부의 불순세력에 의해 의욕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사이버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원수
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삼아 정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북한 사이버공격
의 성격이나 즉각적인 대응방법을 비롯하여 중장기적인 대응방법 등에 대
한 최종결정이 이루지고 이렇게 정해진 국가안보결정을 기초로 각 부처의
소관사무별 일관된 즉각적인 대응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이 각부처별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 종합적인 차원의 회의
체를 살펴보게 되면,“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
통신망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으로 정한「국가사이버안전관리
61)
제6조에 의하여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을 소관사무로 하는 대통
규정」

령직속의 국가정보원장을 의장으로, 행정각부의 차관 내지 차관급을 위원
으로 하는‘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가, 그리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61) 이 훈령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의 소관 정보위
원회에서 2013.11에 회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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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정보화통신기반보호법」제3조에 의하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
실장을 위원장으로 차관급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는‘정
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가 그리고“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
에 대한 협의∙
조정을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으로 정한「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하여 국가안보실장을 의장으로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는바, 이들의 목적 범위와 기능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
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국가사이버위기의 일관된 정책∙계
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62)
생각건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보의 수집부터 대응에 이르기까
지 국가차원의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집행기관에 회의
체를 설치하고 그 회의를 위한 각종 위협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즉각적 및
단∙중∙장기적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별 이행조치 및 이행점검 등은 최소
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명령으로 발하는 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사이버안보를 정부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안보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는 체계를 구축함이
가장 바람직하다.63)
62) 박상돈∙김소정,“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위한 국내 사이버안보 법률안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제13권 제6호 (한국융합보안학회, 2013), p. 92; 그밖에 미국정부는 사이버공격
에 대한‘One Stop’대응을 위한 국가정보국 산하에“사이버위협 정보통합센터”
(Cyber
Threats Intelligence Intergration Center: CTIIC)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http://mobacle.blog.me/220269917255 <2015.3. 14.>
63) 예컨대, 종전의「행정심판법」
은 행정각부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정부조직법」
행정각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국무총리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 국무총리 명의
로 이행재결과 아울러 직접처분도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국가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로 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 이행재결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재결청인 국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 ▷▷정준현 113

5. 기타 기존의 위험법제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법제의 함의
현실공간의 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예방을 법제의 대략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에 대하여는 위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순찰활동이 허용되며, 수상한 행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인을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경찰관서에
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전에 행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범
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및 제6조)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출입국관리법」은“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나“감
64)
의 입국을 금지하고(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외국인을 국
염병환자”

내에 운송하는 운수업자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자에 해당하거나 해당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승객정보를 제공하
도록 하고 있다(제73조의2).
이러한 위험예방을 위한 법제를 사이버공격과 관련하여 본다면, 한국에
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IP”
가 인터넷상 수상한 징후를 보인다면 해당
가권익위원장이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결과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4) 법은‘전염병 환자’또는‘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전염병 환자’
나‘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는 규
정은 그 자체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의 원칙에 반한다(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24500)고 하여 기본권제한과 관
련한 경우 명백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향후 관련 법제의 입법시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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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의 사용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해당 IP의 수상한 움직임이 현실공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관리자에게 해당“IP”사용자의 인터넷이용에 있
어 이상한 패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참여
에 의한 사이버안보법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제8조)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
계적인 대응과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하
게 되는 수준별경보의 발령(제11조) 등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을 조속히 입법화하되,65) 감염병의 표본감시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 18조)나 행동수상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및 제6조)의 경우처럼 국가사이버안전센
터에 대하여 인터넷상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IP”
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등의 권한이나 특정한 악성코드에 취약한 제어시스템이나 관련 프로
그램에 관한 정보 등을 유관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
고,66) 수준별 경보의 발령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65) 과거 국회에 제안된「국가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3조에서는 사이버안전관
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장하는 것 외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등에 관한 법률안」
을입
법화한다면, 이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입법되기 전에라도 사이버위기 경보발령을 규정하고 있는「국가사
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12조에는 경보단계별로 제한할 수 있는 통신제한조치
의 범위를 규정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66) 예컨대, 무작위로 전염되지만, 감염된 컴퓨터에서 지멘스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지 못하
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며, 3개 이하의 다른 컴퓨터에만 전염되도록 제어하고, 2012년 6
월 24일에는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었던 스텍스넷과 관련하여 당시 우
리나라의 어떠한 정부기관도 감염된 컴퓨터나 스텍스넷의 표적인 지멘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목록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국가사이버안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 ▷▷정준현 115

취할 수 있는 특정한 IP 주소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 ISP나 소관 행정청에 대해 조치사항(계정이나 표현물의 임시차단이나
삭제 등)이나 통신비밀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의 범위 등을 법정화할 필요
가 있다.

IV. 맺는 말
사이버 공간은 이제 더 이상‘가상 현실’
이 아니라‘진짜 현실’
이다. 한
국이 사이버 보안 문제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황야의 무
법 지대에서 방어 진지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최근
“FireEye”
가“견고한 인터넷 인프라로 인하여 한국이 사이버 범죄용 CnC
인프라를 호스팅할 최적지로 부상하였다”
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
가사이버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등 필요한 법률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치원리에 따라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 또 다른 비대칭적
우위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국민보
호책무의 방치 내지 고질적인 유권자민감∙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상황
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사이버전문가 양성 외에도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법제적인 측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제안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계획이 수립된다면, 이행점검을 통해 확인할 부분이기도 하다).
<표 1> 스턱스넷에 감염된 나라(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스턱스넷)
국 가

감염된 컴퓨터

국 가

이 란
인도네시아
인 도
아제르바이잔

58.85%
18.22%
8.31%
2.57%

미 국
파키스탄
한 국
기 타

감염된 컴퓨터
1.56%
1.28%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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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의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조직법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의 확립을 위한 계획이나 대응조치 등을 헌법의 수호자
이자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의 합
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 회의체로서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
행정청이나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회의체를 운용하도록 하고 그 회의체를
통해 얻은 모든 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
가사이버전략의 국가통일성 및 일관성을 도모할 법체계 논의를 활성화하
여야 한다.
둘째로, 이러한 조직체계의 정리를 바탕으로 사이버공격의 특성에 합당
한 작용법제의 논의를 공론화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
적 효과의 발생에 시차를 두고, 개별공격 자체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악성
코드의 감염과 확산에 의한 위협 및 물리적 효과의 발생이라는 사이버공
격의 특성을 감안하여 물리력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국가안전사무를 소
관사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주어, 경미
한 대상과 경미한 악성코드를 수반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서부터 주요시
설∙치명적인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 내지는 물리적 도발을 위한 전제징후
가 있을 때까지 국가사이버안전보장을 위해 하나의 기관에 의하여 일관된
관찰과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는 사이버경보의
수준이나 악성코드의 위협수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나
한계를 국민적 공감대를 거친 법률로써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도정보사회가 갖는 위험으로부터 국가안보는 더 이상 국가만의
몫이 아니라 민간협치에 의한 국가안보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SP
및 인터넷진흥원이나 국가보안연구소 등 정부출연의 각종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도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국가사이버
안전을 담보하는 보증인적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이버전문 공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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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낸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공개하거나 민방위훈
련 차원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사이버공격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시나리오별 법학이나 사회학 등 학제간 논의의
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법제적 비대칭을 이용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부
터 우리의 사이버주권을 수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 접수 일자 : 2015.04.20
논문 심사 일자 : 2015.05.15
게재 확정 일자 : 2015.06.15

118 국가정보연구 제8권 1호

참고문헌
김두현.“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방안 고찰”
,「한국인터넷방송
통신학회 논문지」제14권 제2호 (2014).
김일환∙홍석한.“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
할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제14권 제14호 (2008).
박균성∙김재광.「경찰행정법」
, 서울: 박영사 2015.
박노형∙정명현.“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
「대한국제법학회」제59권 제2호 (2014).
박미숙.「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 경제∙인
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26-02), 2012.
박상돈∙김인중.“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단계별 법제도 비교∙연구
분석”
,「융합보안 논문지」제12권 제4호 (2012).
박상돈∙김소정.“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위한 국내 사이버안보 법률안
연구”
,「융합보안논문지」제13권 제6호 (2013).
신영웅 외 3인.“국가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 3∙20사이버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제6권 제1호.
유동열.“북한의 대남 사이버 위협실태와 대책”
,「사이버공간과 국가안
보」(2014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회의), 2014.4.17.
윤해성.“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법적 책임”
「인터넷법룰」
,
통권 제2
호 (2005).
이경남.“국내외 인터넷 경제 규모 및 전망”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4.
조성렬.“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북한연구학회」제17권 제2호.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 ▷▷정준현 119

최준성∙국광호∙최문정∙양영섭.“사이버 무력분쟁에서 무력대응의
한계”
,「보안공학연구논문지」제11권 제5호 (2014).
한 희.“사이버 공간과 국가안보”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2014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2014.4.17.
허태회.“사이버 생활화 시대의 국민 방첩의식 제고방안”
,「디지털 시대
와 국가정보발전」
, 한국국가정보학회, 2011.
?
?
?/X?/Xe)X?@?/X??
?N1?N1e@(?@?V/??
@??@?J(Y?@f?
?*U??@eO)X
@Ke?V)K?@W2@@)
@@@@@@@@@@(Me?
@??@e@??@H??)X
@@@@@@@??3L??@,
@??@e@??N1?J(Y
@@@@@@@?e@?7H?
@M?@?I@?e3T5??
?@gS@H??
?@@@@@@@@@?W&@?@?
?@fW.R'X@?
?@e?O.Y?V'@L
?@e@0Y?eV4@
?
?

FireEye.「サイバ一世界大 :

?
?
@KheO@?
@@@@@@@@@@@@@@?
@?he?@?
@?g?O)X?@?
@?@@@@@@@@@)?@?
@?f@?f?@?
@?f@?O)X??@?
@??@@@@@@@)??@?
@?f@?f?@?
@?f@?/Xe?@?
@?f@?N1e?@?
@?f@??@W@?@?
@?@@@@@@@@@@?@?
@?he?@?
@@@@@@@@@@@@@@?
@MheI@?
?
?

?
?
O@?)X?@KO)X??
?@@@@@@@)?@@@@)??
?@e?J(M?@H?@
@@@@@6T&U??@e@
@??@?@(R@@@@@@@
@@@@@0Y?3X?W(M?
?@fS@@@U??
?@@@@@@@6T&Y?V@@(
?@eV@@@@@@0Y
@@@@@@@@g?
?I4@@@@@@@@@e?
?@fO)X
?@@@@@@@@@@@@@@@)
?@g?
?@@@@5g?
?I(Yg?
?
?

家レベルの高度なサイバ一攻 の背景

を理解する」
, 2014.
McDonald, M. (21 Feb 2011)“Home Internet May Get Even Faster
in South Korea,”The New York Times.
David Schultz,
“Democracy on Trial: The Rule of Law and the
NSA”
(http://patimes. org/democracy-trial-rule-lawnsa/<2014.1.5 접속>)
Derek Mead,“How Congress and the Patriot Act Legalized the
NSA’
s Phone Data Collection”
(http://motherboard.vice.com/
blog/how-congress-and-the-patriot-act- made-thensas-phone-data-collection-legal. <<2014.1.5.접속>)
http://blog.naver.com/gpgptmfr/220219171207<2014.12.21 접속>
http://www.nkvision.com/read.php?num=495 <2015.1.23.>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051/3/70040
100000051/20141206/68383768/1 <2015.2.11.>
http://www.itworld.co.kr/news/85081 <2014.5.9. 접속>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
522025920
http://www.itsa.org/ITSNEWS.NSF/4e0650bef6193b3e85256
2350056a3a7/3f141fc26dcebd5a85256be600617016?Open

120 국가정보연구 제8권 1호

Document <2009.7.12. 접속>.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2311075988491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 ▷▷정준현 121

Our Strategy and Legal Challenge for
North Korea’s Cyber-Attack
Junhyeon Jeong (Dankook University)

The impact of cyber attacks is not virtual but real.
Establishment of a response system for these cyber attacks
are not only the challenges of global village to enter into
“IoT”
, but also our challenges in the North-South confrontation.
Recently,“FireEye”pointed it out that“korea has emerged as
a best place to host the CnC infrastructure for cybercrime,
due to the robust Internet infrastructure.”As can be seen in
the aboved, North Korea stucked in the cyber stone age has
no choice but cyber attacck, which is difficult to detect and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to threaten the our society
and national security. And Such threats are constantly
growing and now. Nevertheless, Congress has neglected the
leg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uch neglect has provided North Korea to the edge
of asymmetric strategy and is also in favor of North Korea’
s
cyber attack.
The following system improvement is needed to overcome
the institutional asymmetry of cyber attacks on North Korea.
Firstly, it shall be established an organiz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unity and consistency of the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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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cyber strategy to respond
prophylactically to North Korea’
s cyber attacks. Secondly, it
shall be publicized the legislation for“Act on the prevention
and anti-proliferation of malicious code.”which is reasonable
on the nature of cyber attacks. Thirdly, it shall be established
a governance system to share the risk of cyber attack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xperts. Finally, these tasks
should be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Cyber
experts shall prepare and publish a North Korean cyber
attack scenarios and carry out cyber civil defense training
based on this scenario. And then the tasks that continue to
reflect the performance of the training on cyber
corresponding legislation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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