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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안보 위협
홍석훈 (통일연구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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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이버위협은 개인의 단위뿐 아니라 국가적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은 국가단위의 교통, 통신, 자원분야, 국방, 금융 등의(ICBM: Internet of Things, Cloud, Bigdata,
Mobile) 인프라와 연결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수준의 정보까지도 접촉, 교류가능하
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영역의 확대는 과거와 달리 광범위한 영역에서 상호이
익을 창출하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정보유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확
대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초국가성과 행위자 확대는 정보의 활성화와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긍정적
측면과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해킹, 사이버 테러, 사이버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문제들이 논의
되어 왔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 냉전시대의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인간안보’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대 이후 사이버 위협은 국제안보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등이 사회 전반에 부
각되면서 제4차 사업혁명의 시대를 각인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과도 결합하면서 끊임없
이 상호작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시공과 사람,
사물이 인터넷을 매개로 연계되어 정보의 생성과 공유, 활용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 사
이버 공간의 출현은 그에 따른 안보적 위협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비전통안보의 위협으로 정보분야가 신안보위협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 본 글은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발표문으로 인용이나 발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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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갈등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 갈등 심화는 국제적 수준의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 발표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이버안보 위협의 양상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이에 따는 새로운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사이버안보 관련 이론적 주요쟁점들을 분석하고, 사이버 공간의 평화로운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안보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
‘4차 산업혁명’ 용어는 지난 2012년 독일의 ‘인더스트리(industry) 4.0’정책에서 처음 등장하여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1차 산업은 1784년 영국에서 일어난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 육체노동의 기
계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2차 산업은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체계를 만들어 생산성을 비약적으
로 발전시켰다. 1969년 이후로 반도체와 인터넷에 힘입어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와 부분적 자동화 급
발전을 이끌었다. 21세기에 들어서 ICT 발전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태동시키고 있다.2) 그러나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비약적인 ICT 발전으로 인한 초연결사회를 가능하
게 하고, 급변할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 이하 CPS)’ 또는 ‘O2O(Online To Offline)’로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가 완
전하게 통합된 세상을 일컫는 것으로 실제적 물리 세계와 사이버상의 존재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3)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의 패턴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과 정보의 생성과 전
파 및 공유가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하는 것으로 사이버안보 위
협도 급변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안보4)
전통적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외부로 부터의 침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안보적 위협에 대한 공격의 주체와 수단이 다양화
되고, 가시적 피해와 위협의 구체성이 모호해 지고 있다.5) 21세게 정보통신의 발전은 글로벌화
2)
3)
4)
5)

김승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안보 정책”『선진화 정책시리즈』(2017.3.), pp. 238-239.
김승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안보 정책”, p. 239.
홍석훈,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국가안보와 전략』19(2), (2019), 참고
유호근·설규상. 2017. “사이버안보 체계: 거버넌스 형성의 문제와 한국”『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권 2호,(2017),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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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와 자본주의(capitalism) 확대를 추동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국가 간 국가 행위자에
의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개인과 개인이 직
접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
이버공간은 급격하고 팽창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 인터넷망의 확산으로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이
급증하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테러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사이버공간의 테러로부
터 보호하려는 정책적 연구로 확대되었다. 과거 냉전시대 국가 간 군사적 안보영역에 집중되었다면, 냉
전시대 이후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제한에 관계없이 네트워크상에 구축된 가상의 공간으로 개인과 사회, 국
가에 걸친 정보인프라와 실생활에 사용되는 정보 전반에 통용된다.

안보(security)는 라틴어 ‘Securitas’

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불안,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한다.6) 안보란 위협의 존재와 주체의
행동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냉전시대 까지 개인과 사회는 안보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국가를 대
상으로 그 안전을 고민해 왔다. 그러나 냉전이후 ‘인간안보’라는 의미가 포함되면서 안보개념도 확산되
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자유성과 초월성은 국가 간 상호협력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순기능
으로 작용하지만, 광범위한 사이버 공간은 공격과 침해의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이버
상의 위협은 국가안보 문제 영역으로 확대되어 자국의 사이버 시스템을 마비·파괴시키거나 막대한 경제
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술적 방안과
대응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부터 파생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안보를 위협하
는 새로운 유형의 안보영역으로 사이버분야를 고민하게 되었다. 국가안보에 주축을 이루었던 전통적 분
야인 군사영역을 넘어서 사이버 역량(cyber power)이 중요한 안보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기존 연
구에 있어, 사이버안보 연구는 비전통 분야로 분류되어 대부분 사이버시스템 침해 방지와 보안에 그 주
안점을 두었다. 이런 이유로 대응방안 역시 기술적 요소와 법적 조치 방안에 집중되어 있었다.7) 즉, 사
이버시스템 침해 방지와 보안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술적, 법적 조치에 집중하였고, 사이버 위협
의 주체에 대한 국제법이나 사법공조와 같은 법적 구속력으로 통제 가능 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사이버위협의 주체와 공격의 방법이 다양화 되
면서 이러한 전통적 방법의 대응책만으로 사이버 위협을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례로 2007년 에
스토니아, 2008년 조지아(그루지아), 2010년 이란 경우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공격은 기존의 사
법적 대응방안으로 처벌이라 예방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정부, 언론, 금융기관의 해킹
사건과 디도스(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등은 국가 간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실행되었으며 안보적 차원의 위협이 가시화 되었다. 그러므로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차원의 연구가 필
요하게 되었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규범에 대한 안보적 의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적 시각과 중국
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비서구적 시각으로 대비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

6) 이성만 외,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2013), p.18.
7) 유호근·설규상, 앞의 글, p.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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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국내 정보 자유화와 경제적 사이버 범죄와 같은 경제적 분야에 중심을 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
아를 중심으로 하는 비서구적 접근방식은 국제안보 수준에서 사이버위협을 통제하고 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구적 입장은 자발적인 사이버안보의 협력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반해, 비서구적 그룹의 방식은 정부의 철저한 정보 통제와 외부의 이념적 공격으로 인
식되는 정보 차단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표-1> 사이버 공간을 보는 기본 시각
구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입장
규제(개입)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영미권 국가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중립적인 공간

국가 주권이 미치는 공간

민간중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
(Multi-stakeholder Model)

국가중심
국가 중심의 논의 필요
(새로운 규범, 국제기구 등)

※ 출처: 이상현, “국제규범론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서울: 사회평론, 2017), p. 68.

따라서 전통적 안보개념으로서의 사이버안보 접근은 자칫 개인의 정보활동 자유와 경제적 이익
창출을 가로 막는 제재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전통적 안보관으로 인해 새롭게
발전하는 사이버 공간의 사회, 문화 교류를 막고 국가의 통제와 패권국가 간의 경쟁만을 양상 한다는
점도 부각 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이버공간
의 자유로운 향유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보적 차원의 사이버 능력배양과 모든 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사이버규범 체계 수립도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이버공간을 두고 강대국들 간에 이해가 충돌하고 사이버 위협이 민간인의 피해가 우
려되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8)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관련한 논의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발전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사이
버 공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의 위협과 대처방안에 대한 주체화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수립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9) 국가관계에서 사이버안보 문제는 중
요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규범이나 법적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는 미약
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 차원의 사이버 범죄에 관해 유럽 사이버범죄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있으나 유럽 중심의 30여 개 국가만이 비준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
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유성에 대한 논의이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초국가성으로
인해 인터넷 자유권과 정보 컨텐츠(information content)와 정보 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권한문제가 대두된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이버 공간의 활동은 국가안보에 피해가 되지 않

8) 이상현, “국제규범론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서울: 사회평론, 2017), pp. 66-67.
9) 조화순ㆍ김민제,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계,”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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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이익 역시 사이버 행위 주체에게 돌아가야 할 사
안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관련 안건들은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커서 규범에 대한 합의가 쉬운 것은 아니
다.
사이버 공간의 평화는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보장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이버안보 측
면에서 현실주의적 시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실주의적 접근법에서 사이버안보를 분석하자면, 사이
버공간 역시 무정부형태의 혼란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탈냉전기에도 여전히 국가 간 사이버 공격과 테
러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최근 현실주의적 연구자들은 사이버전의 위협
행위자가 다양화 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위해 사이버수단을 군사전략에 포
함시키고 사이버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법에 집중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는 핵무기 출현과 같이, 사이버위협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의 안보체제를 수정해 나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행위자 주체 개념이 약화 된
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가 주도하여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구조적 접근법을 활용
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전통적 군사안보 전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체제 내부의 정보시
스템 방어와 유지 등 행정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과거 핵위협의 대응은 강대국이 국제안보질서의 구조적 측면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것에 비해,
최근 강대국은 초국가적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
석한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급격한 발전은 공격의 주체와 공격의 목적이 다양하기 때
문에 헤제모니를 가진 초강대국이 유일 패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적 접근방법을 수용
할 가능성 크며, 과거 전쟁 억지론과 달리 ‘억제-보상’이라는 포괄적 억지전략의 수정을 그 대안으로 삼
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2> 국제정치학에서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
구분

현실주의

사이버 공간을

국가 주권이

바라보는 입장

미치는 공간

규제
거버넌스 모델
사이버안보 주체

자유주의

구성주의

중립적인 공간

중립적인 공간

국가 중심

민간 중심

사회구성원 합의

국가 중심의

다양한 주체가

상호주관성 인정,

국제기구

참여하는 국제기구

다양한 주체 참여

국가단위

다양한 주체

사회적 합의,
정치적 과정

출처: 홍석훈,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국가안보와 전략』19(2), (2019),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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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안보 위협과 평화적 활용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안보 위협
앞서 기술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 이하 CPS)’
또는 ‘O2O(Online To Offline)’는 중요한 사이버안보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CPS는 사이버 공간
에서 물리적 환경 정보 처리 결과를 현실의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고신뢰 시스템
(Dependable System)개념이다. CPS는 융합 및 환경 변화로 모든 사람의 지식, 사물데이터, 프로세스를
인터넷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공간, 사건들을 초연결하여 지능적으로 물리적 시스템과 사이버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조 형태 및 인류 생활에 가치를 창출한다(그림 1, 참조). CPS는 Iot, 5G, AM, Robot, Al를
처리 가공하여 빅데이터를 처리하며 다양한 물리시스템의 정보를 연산하고 다시 연산결과를 물리시스템
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기능을 갖고 있다.10)

<그림-1> CPS 융합 및 환경 변화

출처: 주헌식, “4차 산업 시대의 ICT 보안 변화와 CPS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 p. 296.

따라서 과거 단일시스템에서 안전 위협이 발생하였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다른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현실 공간으로 확대되어 사람과 환경과 같은 확대된 대상으로 그 안보 위협이 발생한다. 4차 산
업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주요 보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위협으로 충분히 인
지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지금의 사이버안보는 ICT 중심의 시스템과 데이터의 기술적 위협요소
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매체, 통신, 전자파 중심의 보안이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의 사이버안보는
인터넷과 디지털이 물리적 공간으로 융합되어 물리적 위협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즉, CPS 상의 안보
위협은 사이버 영역에서 물리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안전 인증과 위협 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4차 산업시대의 사이버보안은 그 경계의 모호성이 강조된다. 빠른 ICT 기술들은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기기의 확대는 DDoS 공격을
10) 주헌식, “4차 산업 시대의 ICT 보안 변화와 CPS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19(2), (2018.2.),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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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행하는 등 복합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발전될 수 있다. IoT 기기는 운영체제(OS)와 인증 방식에 취약
함을 갖고 있어서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기기를 좀비로 만들어 네트워크를 통한 봇넷(BotNet)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IoT 기기의 보급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므로 스마트 생산, 서비스, 물류 등 핵심 요소와
시설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11)
이 외에도 4차 산업시대의 사이버 위협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 해킹, 자동차 해킹,
GPS 해킹을 통한 개인의 교통정보 유출과 정보센터 공격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생활과 연
결된 시설물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시대의 사이버안보 위협은 그 대상과 경계를 허물
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안보 대응 방향
4차 산업시대의 사이버안보 시스템은 과거 시대와 다른 양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
보화 시대로 각 산업주체와 영역에서 스마트기기, 스마트상품, 스마트서비스, 스마트 플랫폼에 적용되어
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상의 안보와 물리적 공간의 안보 및 지능형 안보 등의
기존의 ICT 기반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 생산과 시스템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보를 추진해야 할 것
이다 (그림 2. 참조).

<그림 2> CPS 보안 시스템

12)

먼저, 기술적 고려사항으로 디지털, 적응형 보안 및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의 신종 위협 등에 대
응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내장한 융합 보안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내/외부망 분리 규정에
11) 주헌식, “4차 산업 시대의 ICT 보안 변화와 CPS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 p. 297.
12) 주헌식, “4차 산업 시대의 ICT 보안 변화와 CPS보안 시스템에 관한 연구,” p. 298.; Min-Suk Chang, Hyoung-Joong Kim, “A
Customer Segmentation Scheme Base on Big Data in Bank,”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9(1), (2019), pp. 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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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매몰되지 않고 보다 초미세적 구분을 통해 적합한 보안 기술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
로 제도적 측면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 제도가 개
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다양화하는 산업 전반의 보완·자율성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시대의 CPS 보안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와 물리적 시스템
에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체계가 요구된다. 스마트 플
랫폼은 IoT 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이 탑재되어 모든 보안 사안들을 체크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
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국가차원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사이버공간의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한 사이버위협
은 개인으로부터 국가차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그 피해는 가름하기 힘든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미 사이버공격을 경험하였고, 첨단 ICT 발전은 사이버
공격 기제와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의 사이버공
격과 국방망 해킹까지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경험하였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사이버범죄 위협이다. 사이버범죄는 해킹기법이나 프로그램 등을 손쉽게
구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파장도 커지고 있다. 최근 사이버
범죄가 경제․정치적 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어와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체제 정비와
제도적, 기술적 대응능력을 점차 향상시켜 왔으나, 현실적 취약점들이 비판받아 왔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안전은 국가 및 개인적 차원에서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즉, 국가적 차
원의 사이버안보 보장책과 인간안보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의 개인의 자유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는 구
조적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되어야 한다. 사이버안보 문제는 인터넷망을 근간으로 민간·공공부문과 연결
되어 있으며, 전통적 안보에서 다루는 군사안보 분야 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와 공격기제, 그리고 공격
주체를 가지고 있다. 국가안보 수준에서 사이버안보는 개인, 기업, 사회단체, 정부기관의 주체를 포함하
고, 국가정보망의 방어체계, 국가 재산권, 공공 인프라 분야와 개인의 인적, 물적,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 즉, 국가 사이버안보(National Cybersecurity)는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에 대응하는 국
가 차원의 대응전략과 방안이 필요하다.13)
최근 다양한 안보위협은 군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전을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이버역량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14) 사이버공격은 지능화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
의 사이버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주체는 개인, 집단, 정보기관, 정부 단위와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13) 사이버전쟁이란 사이버공격 및 사이버테러를 통하여 군사적 목적달성을 위한 국가인프라파괴, 지휘통제전, 군사정보전, 정보전, 미디어심
리전, 해킹전, 경제정보전 등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전자적·경제적·정신적·인적 전쟁수행을 말한다(함승현,
박대우 2017, 1667). 김소정·김규동은 사이버공격, 전쟁 등이 개념적 이해 없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위
협 사례들은 소위 “사이버 오퍼레이션(cyber operation)”개념 정의한다. “사이버 오퍼레이션”은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준은
대규모 사이버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불안정에서부터 국가 중요시설과 국가정보에 대한 위협, 군사적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전쟁의 가능성까지의 범위를 포함하는 등 폭넓고 심각하게 제기된다고 말한다(김소정·김규동,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륩 논의의
국가안보 정책상 함의”『정치·정보연구』 20(2), (2017), p. 89.).
14) 조성렬은 사이버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적성국들이 국내 사이버공간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침투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은
‘소극적 사이버방호(Passive Cyber Defense)’ 및 사이버공격주체가 이용하고 있는 해외 사이버공격 거점을 색출하고 해당국 정부에게
폐쇄를 요청하는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능동적이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 사이버 방호(Active Cyber Defense)’와 함께 사이버
공격 주체를 색출한 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공격을 가하는 ‘사이버공격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 pp. 5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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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차원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안보무기체계와 기술력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안보무기와
사이버방호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사이버무기와 대응체계가 실시간 작동하도록 AI(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사이버공격·방어 자가 학습 및 기술의 집적화를 이루어야 하고, 첨단 ICT기술의
발전과 사이버응용 범위의 확대에 따른 Iot(Internet of Things), AI, Drone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기술개
발 연구를 위한 조직과 재정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15)
다음으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협력은 다양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G8은 테러스리트들의 통신과 연락망을 공유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의 협조 하에
상설 비상연락망을 설치하였다.16) 경제협력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등이 사이버안보를 위한 조치와 대응전략을 협의해 왔다. 특히 NATO는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사건을 계기로 군사안보분야를 사이버안보 영역으로 확대하여 2008년 ‘NATO 사이버 방
어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주권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지역·국내적 수준에서 구조 및 역량의 중복 회
피, 신뢰에 기초한 사이버 공간의 안보 정책의 세 축으로 채택하였다.17) 이후 나토(NATO)는 사이버
방위를 나토방위계획과정에 일부로 통합시키고 (2012년), 사이버위협과 도전에 대한 민간부분과 협력을
진작시키고 EU(유럽연합)와 사이버 방위에 관한 기술협정을 체결하였다(2016년).
또한,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에 있어 정부 간 기구 논의로는 UN GGE(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가 대표적이다.18) 소다자적 차원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신뢰구축조치 프
로세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안보 규범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사이버 범
죄’에 대한 국가 간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되었다. 국가 주체 행위자 간의 협력 차원이 아닌 국
가 대 비국가 행위자의 협력관계이어서 비교적 용이 하였으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의 공
동의 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이버 범죄에 관련한 개인적 차원을 대상으로 국가 간
협력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주도로
사이버범죄협약이 2001년 채택되고, 2004년 발효되었다. 여기에 유럽평의회 회원국 이외에 호주, 도미
니카, 일본, 미국 등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G8 도빌 정상회의
(2011.5.27-28) 인터넷 관련 규범체계 수립 및 사이버 공간 사용을 위한 행동규범 개발(Norms of
Behavior)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과 대비되는 접근 방식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있다. 2001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
는 협력기구로 에너지, 경제, 문화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 하는데 있었다.
최첨단의 정보통신 발전 환경은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사이버안
보 강화전략은 꼼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보패러다임 중심의 사이버안보 접근은 자칫 개인의
15) 함승현·박대우,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 연구”『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21(9) (2017), p. 1671.
16) 유호근·설규상, 앞의 글, p. 246; Nazhi Choucri, Stuart Madnick and Jeremy Ferwerda, "Institutional for Cyber Security: International
Responses and Global Imperatives," 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Vol. 20, No. 2., (2014), p. 109.
17) 유호근·설규상, 앞의 글, p. 247.; Catalin-Ionut Nastasiu, "Cyber Security Strategies in the Internet Era," Scientific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Air Force NO. 2(2016) p, 621.
18) 김소정·김규동,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륩 논의의 국가안보 정책상 함의”『정치·정보연구』 제20권 2호, (2017),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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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자유와 경제적 이익 창출을 가로막는 제재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의견도 중요하다. 전통
적 안보관으로 인해 새롭게 발전하는 사이버 공간의 사회, 문화 교류를 막고 국가의 통제와 패권국가
간의 경쟁만을 양상 한다는 점도 비판되고 있다.

IV. 결론
4차 산업 시대에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사이버전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이버전 강
화는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 재래식 전력 증강이 힘들어지자 핵개발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사이버전 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국내외 사이버위협은 개인과 사회적 차원을 넘어 국가안
보의 중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접근 용이성, 보안 취약성, 행위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국가적 차
원의 사이버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국가 전반에 걸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19)
이처럼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제고가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사이버안보가 ICT 산업의 보안에
치중한데 반해 CPS 안보 문제로 확대·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괄적인 사이버안보 대책에서 특성에
따른 안보 대상과 패러다임, 안보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법적·제도적 변화가 요구됨을 기술하였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평화를 위해 전통적 군사안보 전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민간(개인)
차원의 사이버안보 보장과 개인의 자유 및 인권보장, 경제적 이득 추구 등이 우선시 되는 구조적 평화
추진 체제로 이행해야 함을 지적한다. 국제적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보패러다임 중심의 접근법
강조는 자칫 개인의 정보활동 자유와 경제적 이익 창출을 가로 막는 제재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안보관의 집중은 새롭게 발전하는 사이버 공간의 사회, 문화 교류를 막고 국가의 통제와
패권국가 간의 경쟁만을 부각시킨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의 사이버공격과 국방망 해킹까지 다양
한 사이버테러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방어와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체제 정비와 제도적, 기술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체계화·통합된 사이버안보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즉, 사이버침해
에 대한 대응체계가 분권화되어 있어 국가 컨트롤타워에 의한 즉각적인 대처가 힘들고, 사이버침해 예
방에 있어 정부 중심의 운용으로 인해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민간 전문가 그룹의 참여,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안보의 거버넌스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초 주요기반시
19)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는 2019년 4월 3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국민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3대 기본 원칙과 6개 전략과
제 및 66개 소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893(검색일: 201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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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사이버안보 전략의 재정비차원에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EO) 13636호와 정책지침(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1호를 공표하였는데, 행정
명령 13636호는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정책지침 21호는 국토안보부 등 주요기
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20) 2015년 2월
민간부문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촉진을 추진하는 행정명령 13691호를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 민
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of 2015)이 통과되면서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규
정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21)
이처럼 사이버위협 이후 국가사이버안보 대응방안에 있어 미국 행정부는 사이버위협을 심각하
게 인식하고 민관 정보공유 체계를 정립해 사이버안보 역량강화를 모색했는데, 의회 입법을 통한 사이
버안보 거버넌스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일방적인 사이
버안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여·야당의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하고 있어 법률제정을 통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향후
사이버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회차원의 합의를 통해 제도적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강한 사이버안보 대책마
련 의지를 표명한 만큼 우리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이버안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의 재정립과 효율적 민관군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이 추구되어야 할 과제
이다. 먼저, 사이버안보는 전통적 안보구축도 중요하다. 군사 분야에서 사이버전 공격에 대비한 우리군
의 사이버전 방어·공격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의 각 주체들이 자유와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율적 통제를 통해 사이버위협을 방어하는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 결국, 구조
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추진전략은 국민과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추진되어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국내 학계의 사이버안보 연구를 위한 확대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국내 학계에서
4차 산업시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정책 중심에 편중되어 있어, 이론적 측면의 사이
버안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이버안보는 그 특성상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
되고 있다. 사이버안보는 개인과 사회, 국가를 포괄하며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군사적 대응방안과 개인의
정보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지협적 안전 개념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기술적 분야에서 법·제도적
분야까지 그 연구영역이 방대하다. 그러므로 사이버 연구의 학제 간 융합 연구가 절실하다.

20) 조화순․권웅,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교” 『정보사회와 미디어』 18(2), (2017), pp.
105.; 송은지·강원영, “미국 오바마 정부 2기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Internet & 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연구원: 2014).
21) 조화순․권웅,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교” 『정보사회와 미디어』 18(2), (2017), pp.
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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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처음에
안보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사회를 진단한다면, 전통적인 물리력 중심의 사회로 진단하기 보다
는 패킷에 의해서 사람과 주변 환경이 물리적으로 제어되는 사이버 생태계(Cyber Ecosystem) 사회로의
진입을 이미 시작하였다는 진단이 바람직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스마트
폰을 필두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능화되어 가는 생활주변기기와 주요 사회·국가기반시설 등에 의해
개인과 사회 및 국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의 사이버생태계 내지는 사이버운명공동체를 이룬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전쟁역사가에 의해 최초의 ‘인터넷 전쟁’(Internet War)으로 명명된22), 러시아에 의한 도발로
추정되는 2007년의 에스토니아 사태에서 목도하였듯이, 사이버운명구성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운명공동체에 대한 물리적 내지는 군사력에 의한 공격의 경우와 달리 시간적·공간적 격차 없이 구성체
모두가 동시에 실질적인 충격을 받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 및 국가가 사이버 운명공동체화로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률유보의 핵심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국가안전보장법에서 더 나아가 비물리적 위험으로부
터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과 영토 및 주권의 보호를 위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법제의 재정비에
있다고 할 것이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는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영토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물리적 국가안보개념24)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한 우리 안보법제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먼저 파악한
후 국제사회의 입법정책적 대응노력을 살펴봄으로써 개선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22) “러시아 사이버전 수행능력은?”, The Science Times, 2019.12.8. <https://www.sciencetimes. co.kr/?news>
23) 어쩌면, 안보의 최대위기는 외부의 불순세력보다는 국가가 물리적 위험은 물론 사이버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국가에 대한
국민 불신의 팽배가 아닐까 싶다.
24) 헌법재판소, 1992.2.25. 89헌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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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이버 공간의 위협행위와 대응법제
(1) 사이버공격의 특징
사이버공격은 더 이상 ‘물리력 없는 공격’이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 제어되는 물리적 시
스템이 존재하는 한, 공격과 피해가 동시에 이루어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물리력을 가진 공격’
과 동일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력그리드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실제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전쟁법 등 전통적인 국가안보법제의 적
용도 가능하겠지만,25) 실질적인 피해가 외부화되지 아니한다면 마땅한 대응법제가 없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인간의 행위로서 해킹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악성 소프트웨어를 무기 삼아 행하여지며,
사이버공격의 주된 도구인 악성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공격자가 원하는 때나 원
하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사전 입력된 명령에 따라 또는 공격자의 실시간 명령에 따라 비정형적인 불법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능화‧지속화(APT)되어 있다. ② 병원체처럼 다종‧다양한 형태로 변형‧자기증식을 하
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통신접속기기를 감염‧좀비상태로 만들면서도 공격자의 명령이나 일정한 조건
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탐지곤란성·은밀성을 갖는다. ③시‧공간의 경계를 초
월하여 언제‧어디에서나 자신을 숨기고 실시간으로 또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서 범해지는 시‧공간초월성
내지 대응의 비대칭성을 갖는다, ④스파이웨어 등 악성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전자모듈이나 정보통신부
품 등을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시켜 대립관계에 있는 자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형태의 우회성을 갖는다. ⑤ 표층웹 기반의 사이버공격의 경우에도 그 공격을 탐지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이 최소한 101일 정도 걸리고26) 아예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Dark Web’ 또는
‘Deep Web’을 통한 사이버공격은 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탐지를 하더라도 공격자를 확인할 수 없
어 대응공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2) 사이버 공격과 대응법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공격은 전통적인 물리력의 행사로서의 전쟁과 달리 쉽게 탐지·
예측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격자가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최초의 침해증거가 발견된
날부터 탐지된 날까지의 전 세계 중앙값은 101일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관리자가 사이버
침해증거를 발견하고서도 탐지에는 위와 같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내‧외부의 불순세력에 의해 우리의
국방네트워크나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사이버공격을 통한 무력행사기 이루어질 경우 사이버
공격의 내용을 탐지하기도 전에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법제인 “계엄법”, “국
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통합방위법”등은 모두 물리력을 수단으로 물리적 피해가 발
생한 경우를 전제로 할 뿐, 非物理的 수단에 의해 물리적 충격이 발생하기 전단계인 사이버공격 그 자

25) Mary Ellen O’Connell and Louise Arimatsu, 「Cyber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London, UK, Chatham House, 5. 29. 2012.
26) FireEye, 「M-Trends 2018」, p.4. ; https://content.fireeye.com/m-trends-kr/rpt-m-trends- 201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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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대비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나 “전자정부
법”이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을 두고는 있으나 사이버 공격의 위협정보를 사전탐지하지 못하는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입법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굳이 의지할 법이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 법익의 침해결과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사이버 공격의 기여도에 따라 정범이나 종범·방조범으로 벌하도록 규정(제31조부터 제32조)하고
있는 형법과 사이버공격의 정범이나 종범·방조범의 정황을 입증할 증거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
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후자는 국내·외의 국가안보혐의자와 관련된 위협정보를 사전 탐지·수집하게
하여 혐의자에 대한 기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
목을 끈다. 이러한 주목대상인 법률이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조항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감청집행통지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의 판결27)을 받아 현재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28)

(3) 대안으로서 기여책임제
이미 언급하였듯이 현행 형법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범이나 종범·방조범으로 벌하도
록 규정(제31조부터 제32조)하고 있다. 판례29)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
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야
기된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범죄 실현과 관련한 본질적 기여도를 통해 공범을 벌하고 있
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기여책임의 국제적 논의를 살
펴보기로 한다.

27)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263
28) 특히, 유엔 산하의 국제통신연합이 “Y.2770 표준”을 채택하여 통신회선에 대한 “DPI(Deep Packet Inspection)”을 허용할 뿐 아니라
유엔의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The Draft Atricle on State Responsibility) 제49조가 적대세력의 사이버공격 능력 불능화조치로서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상황을 접할 때, 정부안으로 제안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에 이르러서는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29)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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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이버공격의 기여책임과 국제사회의 논의
(1) 사이버 공간의 불법행위와 기여책임
가. 기여책임의 의미
유엔은 민간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문책의 근거로 “개인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가기관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
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기여책임을 인정30)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혐의자의 기여
에 의해 그러한 불법행위가 야기되었다면, 해당 혐의자가 범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을 할당
하는 것을 의미한다.31)
예컨대, A국의 국민인 甲이 B국의 주요정보통신망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결과 B국이 전
쟁 피해에 준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즉, 피해국인 B국
이 甲의 사이버공격이 A국의 묵시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 등 A국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통해 이루어
졌음을 밝혀낸 경우라면, 피해국인 B국은 甲의 사이버공격 행위에 대해 A국 기여책임을 국내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甲 개인에 대한 국제적 공개수배 또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 특정한 국가의 기여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B국은 A국이나
사이버공격의 행위자인 甲 모두를 책임자로 공개수배를 하거나,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공격행위의 기여
책임자인 A국을 사이버공격자로 공개수배를 하거나 그러하지 않고 행위자인 甲만을 사이버공격자로 공
개수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32), 공개수배 자체는 사법기관에 의한 확정판결 이전의 법적
절차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어쨌든,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과정으로서의 ‘기여책임’의 확인을 거쳐 주요
국가의 수사기관은 공격자를 ‘공개수배’하게 된다.

30) UN Doc. A/CN. 4/264, § 140. 1972 ; 미 공군은 “기여책임”(Attribution)을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사이버공격의 책임을 인
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Frank W. Simcox, Lt Col, USAF, Flexible Options for Cyber Deterrence, 11 February 2009, p.7.
31) Daniel McGillis, “Attribution and Law-Convergneces between Legal and Psychological Concept”, Law and Human Behavior, Vol.2.
No.4. 1978, p. 292.
32) 이와 관련하여 LulzSecPeru라고 자칭하는 페루인 해커가 FBI에 기소될 것이 두려워 페루 정부망을 공격하려고 할 뿐 미국의 정부망을
건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The Associated Press, Top South America Hackers Rattle Peru's Cabinet, “The Washington Post”, 2.
10. 2014.),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여책임의 법리를 통한 공개수배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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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개수배와 기여책임의 법리의 관계

공격자

공격행위

기여책임의 법리

공개수배

국가조직 공무원

국가 행위

국가의 행위 -> 국가책임

국가의 자기책임

국가의 전면적ㆍ적극적 지배 하의
사이버공격 행위
-> 국가의 기여책임
개인 사적 단체

사인의 행위

국가가 알면서 방조ㆍ방임(통제권
불행사 등) -> 국가의 기여책임
개인ㆍ단체의 독단적 행위

국가의 기여책임 or
사인ㆍ단체의
행위책임

비고

국내ㆍ외 사법지관의
종국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증거와 관련하여 관련
국가 상호간 외교관계
갈등

사인ㆍ단체의
행위책임

나.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의 적용성
인터넷과 인터넷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더 이상 국가의 전

유물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기업에 대해서 개방되고 주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세계 각
국이 물리적 국경 없이 하나의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국가행위로 행하여지기 보다는 개인행위 또는 집단의 행위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사이버공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특정한 정치적 목
적을 갖지 아니한 개인이나 집단이 인터넷상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행하여진 사이버공격
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의 사회질서나 국가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주도되는 사이버공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사이버공격은 국제법상 요구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서 외관상 국가의 이름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인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름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물리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33)
이라는 점에서 이들 비국가적 행위자인 개인이나 단체의 의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의 기여책임이 현
재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 기여책임 확산에 대한 미국의 노력
사이버 사고에 관련된 행위자의 판단은 미국의 대응을 위한 선행 조치이다.

가해자가 이윤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면, 수사와 대응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집행기관에 의하게 될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자로 보일 경우 미국은 외교적 또는 군사적 도구로 대응하
게 될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시스템은 개인에게 일정한 사고의 기여책임을 귀속시키는 증거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갖고 있

는 기여책임의 기준 또는 증거의 기준은 다소 명확하지 못하다.
33) 「탈린매뉴얼 2.0」에 의하면, 특정한 국가의 주권적 지배하에 있는 플랫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주권침해로 전제(규칙 5)한 다음, 비국
가행위자에 의해 수행된 사이버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가 그 작업을 자신의 것으로 승인한 경우는 국가의 책
임으로 귀속된다(규칙 17)고 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국가의 대응조치를 인정(규칙 20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보안연구
소 편역, 「탈린매뉴얼 2.0」, 박영사, 2018, 28면, 96면 및 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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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제때의 기여책임을 위해서는 많은 쟁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토르
(ToR:The Onion Router)와 같은 수단에 의한 익명화도구는 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도구는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불법활동을 숨
길 수 있도록 한다.
정책결정자는 오늘날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공간의 틀 안에서 의회가 사이버 사고의 기여책임
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집행기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결정자는 법집
행기관이 중분한 자원과 권한, 기술적 능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반문해야 할 것이다.
기여책임이 도전으로 남아 있는 반면, 국가정보국장은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의 보안전문가는 사
이버침해를 탐지하고 기여책임의 결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FBI는 사이버위협과 사이버공
격의 기여책임 결정을 위한 개선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차세대의 사이버 제안(이니셔티브)을 통
해 FBI는 주요기반시설의 구성요소 및 컴퓨터 과학자와 연결하여 해커의 디지털 서명을 추출하여 해커
의 신원을 판단할 수 있는 요원(에이전트)을 개발하여 일정한 사이버 사건에 대한 특정한 행위자의 기
여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국방부는 기여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수사(포렌식)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의회는 정확한 기여책임은 사이버공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수사
자가 사건의 기여책임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와 책임소재
“누구에게 책임을 물은 것인가”하는 기여책임론은 범죄와 처벌만큼이나 오래된 문제이다. 사이
버영역에서도 범죄의 기여책임은 사이버범죄와 다른 위협간의 핵심요소를 이루고 있다. 사이버범죄 사
건이 발생하면, 법집행기관은 해당 조치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행위자가 범죄자인지 여부, 행위자가 잠재
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인지 아니면 국가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악성활동 상호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
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건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책임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의 동기를 알지 못하면, 사이버범죄의 행위자와 다른 악의적인 행위자는 외관상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어 특정한 행위가 가해자와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자와 연관되어 있
는지 여부에 혼란을 겪게 된다. 더욱이, 사이버공격의 속도와 익명성은 테러리스트, 범죄자 및 국가의
행위에 대한 구별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국가, 조직 및 개인 등의 행위유형 간의 불분명한 경계는 기
여책임자의 결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34)

가. 스텍스 넷
2009년 초, 이란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고장이 났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다. 이란

34) Kristin Finklea, “Attribution in Cyberspace: Challenges for U.S. Law Enforcement”,
https://fas.org/sgp/crs/misc/IN10259.pdf <20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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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000여대의 원심분리기 중 약 1,000대가 1년 동안 파괴되었다. 2010년 여름, 이란 당국이 고용한
벨라루스에 소재한 컴퓨터보안회사는 파괴된 이란 원심분리기를 조사하던 중 스턱스넷 바이러스로 알려
진 일련의 파일을 발견하였다.

스턱스넷 바이러스는 세계최초의 디지털무기로 인정되었다. 스턱스넷은

이란의 보안핵시설에 침투하여 핵 원심분리기를 작동하는 제어기를 감염시키고, 원심분리기 내부의 압
력수준과 회전속도를 조작하여 원심분리기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악성프로그램이다.
이 바이러스는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도록 설계된 탐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프로그램이다.

스턱스넷은 이란의 센서를 조작하여 원심분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스택스넷의 정교한 추적은폐 기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스턱스넷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표적국가와 표적이 된 데이터 또는 표적이 된 기기와 같은 맥락적 단서는 가능한 적대세력의
목록을 좁혀준다. 스턱스넷 사건에 있어서 이란의 핵 원심분리기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동기와 수단
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 맥락적 정보 그 자체를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35)

사이버공격의

규모는 공격자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기도 한다.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s)는 무서운 형태의 사이버공격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국가만이
이러한 APT를 개발할 인재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APT는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된다. 스턱스넷
의 코드는 사인인 헤커에 대하여 수백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갖는 4개의 ‘제로 데이 익스플로
잇’(Zero-day exploits)로 구성되어 있는 점, 공격의 배후에는 심각한 화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
는 점 등은 그와같은 스턱스넷 공격이 특정한 국가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단서가 공격의 근원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스턱스넷 코드를
통해 수사관은 표적이 된 산업용 원심분리기인 Siemens 기기를 지칭하는 이름과 ID번호에 관계없이 기
반이 된 공격의 주대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표적이 제한되어 있고 많은 자원이 표적에 침투되었기 때
문에 공격의 배후국가를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36)

나. “Sony Pictures Entertaintment" 사건
기여책임의 문제는

“평화의 수호자”라고 칭하는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2014년 11월의

“Sony Pictures Entertainment”(SPE)의 데이터 유출로 주목받게 되었다. 해커는 Sony Pictures의 내부
통신, 대본과 아직 출시되지 아니한 영화 등 모든 기록을 다운로드하고 Sony Pictures의 컴퓨터에 저장
된 모든 것을 삭제하려고 하였다.

‘Seth Rogen’과

‘James Franco’가 북한지도자 김정은을 암살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영화 “인터뷰”(Interview)의 상영을 중단하게 한 것으로 유명한 이 공격으로 인하여
3,000여대의 컴퓨터와 800여대의 서버가 영향을 받았다.37)
공격이 있은 후 25일 만에 FBI는 공격을 북한에 의한 기여책임으로 판단하였다. FBI 국장
Comey는 “해당 공격은 북한에 의한 것임을 확신한다”38)고 하였고, NSD 국장 Michael은 “이 공격은
35) Delbert Tran, “The Law of Attribution: Rules for Attributing the Source of a Cyber-Attack”,
https://law.yale.edu/system/files/area/center/global/document/2017.05.10._-_law_of_attribution. pdf. <2019.7.2.>, p.19.
36) Delbert Tran, ibid.
37) Steve Kroft, “The Attack on Sony, CBS News”, Apr. 12, 2015, http://www.cbsnews.com/ news/north-korean�
cyberattack-on-sony-60-minutes/.
38) Peter Elkind, Inside the Hack of the Century: Part III, Fortune (Jun. 27, 2015, 8:00 AM), http://fortune.com/sony�hack-final-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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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행이다”39)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격에 대해 북한에게 기여책임을 인정하게 된 배경에 대
하여는 양자 모두 침묵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공격의 기여책임은 전후의 맥락관계에서 볼 때 명백하다. 비록 이 공격이 스턱
스넷에서와 같이 공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사적인 행위자를 표적으로 삼았지만, 소니사의 관계자는 영화
“인터뷰”가 과거에 일련의 사이버공격으로 널리 비난을 받아 왔던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두 명의 자문가가 소니 경영진에게 북한이 해커를 고용하여 공
격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였다고 한다.40) 북한 외교부는 인터뷰가 발표되기 전에 소니가 영화를 개봉한
다면 북한은 결정적이고 무자비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전후의 사정에서 사이버 공격의 의미와 동기를 찾을 수 있고 포렌식에 의한 증거도 있
다. FBI의 수사관은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과거 남한의 은행을 상대로 하였던 북한의 사이버공격
인 ‘DarkSeoul’41)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멀웨어가 한글로 설정된 컴퓨터에서 생성되었다”는 증거를 발
견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데이터는 북한으로 지목되었던 사이버공격과 유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요컨대, FBI는 민감한 출처와 방법으로 얻은 첩보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에서 수집
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42) 북한의 수많은 도발, 특히 SPE와 영화를 상영한 극장 및 관람자를 목
표로 한 2014년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월 2일 북한 정부와 관련된 개인
과 단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제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하였다.

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 DNC) 해킹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DNC해킹은 국가 요인의 기여책임으로 된 대표적인 사이버공격의 예로
제시되고 있다.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에서 보듯이 미국의 첩보기관은 아래에서 언급한 바를 근거로
DNC 해킹을 러시아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있다.43) 이러한 판단이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문요청을 받은 일부 민간보안전문회사가 조사를 통하여 공격을 추적하는 공개증거를
러시아에 제시하였다.

이들 회사에 의하면, DNC해커는 러시아의 FSB(구 소련의 KGB)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해커집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추출도구와 코딩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밖에 DNC해킹은 2015년 독일의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IP주
소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보안전문가는 러시아의 키릴문자로 된 서명이 디지털서명으로 남
겨져 있다고도 하였다.44) 그리고 미묘하기는 하지만, 보안분석가는 DNC해킹이 러시아의 공휴일에 작
전을 중단하였으며, 해커의 작업시간은 러시아의 근무시간대와 일치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39) Sam Frizell, NSA Director on Sony Hack: ‘The Entire World is Watching’, Time (Jan. 8, 2015),
http://time.com/3660757/nsa-michael-rogers-sony-hack/.
40) Elkind, Inside the Hack of the Century: Part I.
41) 2013년 대한민국의 은행과 방송사를 상대로 한 DDos공격으로 ‘SophosLab’에 의해 "DarkSeoul"로 명명되었다.
https://nakedsecurity.sophos.com/ko/2013/03/20/south-korea-cyber-attack/ <2019. 7. 21.>
42) David E. Sanger & Martin Fackler, N.S.A. Breached North Korea Networks Before Sony Attack, Officials Say, N.Y. Times (Jan. 18,
2015), https://www.nytimes.com/2015/01/19 /world/asia/nsa-tapped-into-north-koreannetworks-before-sony-attack-officials-say.html.
<2019. 7. 2.>
43) Massimo Calabresi & Pratheen Rebala, Here’s the Evidence Russia Hacked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Time(Dec. 13,
2016), http://time.com/4600177/election–hack-russia -hillary-clinton-donald-trump/. <2019. 7. 2.>
44) Josh Meyer, “Why Experts are Sure Russia Hacked the DNC Emails”, NBC News(Jul. 26, 2016),
http://www.nbcnews.com/news/us-news/why-experts-think-russia-hacked-dnc- emails-n616486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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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정황증거가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정보의 일부는 심어질 것일 수도 있
다. 그러나, 정황증거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제도는 행위자의 기여도에
따른 처벌과 책임의 할당을 인정하고 있다.45) DNC해킹 사건의 경우, 기만적인 술책으로 누군가가 키
릴문자로 된 서명을 심어 놓을 수 있지만, 해커집단이 작전의 수행을 러시아의 근무시간대와 휴일에 맞
추어 조정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노력은 엄청난 조정비용을 요하며 통
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교함을 요하기 때문이다.

라. 안댐사(Anthem Inc) 사건(개인정보침해)
2015년 2월 미국최대의 건강보험회사인 Anthem사는 8천 만명에 달하는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Anthem사는 은행업무, 신용카드 또는 특정
한 의료정보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법집행기관은 이 공격의 기여책임자를 공개하지 않았
다. 유출사고에 대하여 진행 중에 있는 첨단수사(포렌식)에 참여한 보안전문가는 Anthem사에 대한 공
격에 사용된 서버와 공격도구는 ‘Deep Panda’ 등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가지원의 중
국 사이버간첩집단(cyberespionage)의 검증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them사의 유출사

고에 대해 중국의 기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3)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Attribution)
가. 일반적 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실현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현
실적으로 범죄를 범한 자와 동일하거나 기여도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국내의 기여책임론이다.
이러한 사정은 외국법제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피고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고용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 범행에는 착수하였으나 범행
의 완료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수에 관한 책임’, 아직 범행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
람을 통해 해당 범행을 범할 것으로 예비‧음모된 경우의 ‘예비‧음모에 따른 책임’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범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발생된 불법행위의 책임을 확대‧적용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여책임의 법리는 국제관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는 점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
례4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5)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
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
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판결).
46) 이란의 테헤란에 소재한 미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에 대한 테러사건에서 이란정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행위를 이유로 이
란 국가에 대해 법적으로 얼마만큼 비난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고 있다. ICJ,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in Teheran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Judgement of 24 May 1980. § 56; 특정인의 지휘가 특
정한 작전을 지시하거나 통제하고 이의가 제기된 지휘가 작전의 불가분적 일부로 되는 경우에만 해당 지휘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The
ICJ, Case Concerning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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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여책임의 법리에 따라 국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 등이 외국에 대해 행한 사이버공
격에 대해 국가가 국내‧외에 걸쳐 기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유형화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2> 공격행위의 유형과 국가의 기여책임
* 공격행위의 유형
- A : 국가의 사전 인식과 인용이 있는 상태(고의)
- B : 국가에 의한 재정 등의 지원을 통해 사전 인식은 있으나 인용은 없는 상태(미필적 고의)
- C : 국가에 의한 재정 등의 지원을 통해 사전 인식은 있으나 공격행위를 통제하는 조치가 없는 상태(적극적 방조)
- D : 국가에 의한 재정 등의 지원은 있었으나 국가가 공격의도를 사후에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격행위를
통제하는 조치가 없는 상태(소극적 방조 내지 방임)
- E : 국가에 의한 재정 등의 지원은 없었으나 국가가 공격의도를 사후에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격행위를
통제하는 조치가 없는 상태(소극적 방임)
- F : 국가의 지원이 없었고 국가가 공격의도를 사후에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
공격행위
행위자
국가

비국가

군사작전
비군사작전

개인/단체

A

B

C

D

E

○

○

○

○

○

○

×

×

×

×

○

×

×

×

×

○

×

×

×

×

×

F

해당 없음

국가의 책임여부
국가의 자기책임
국가의 기여책임 및 해당 개인‧단체의
자기책임(공격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정보‧첩보 수집의 필요성)

○

해당 개인‧단체의 자기책임

나. 사이버 공격과 북한의 기여책임
참고로, 최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자의 공인 IP 식별 ⇒ 보유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IP사용자가 북한정권의 기관구성원인지 또는 국내의 자생적 테러집단인지 여부 등 확인 ⇒ 사
이버 공격의 기법의 특징과 대상 등이 북한에 의한 사이버공격 및 북한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정책과의
일치성 여부 등 확인 ⇒ 사이버공격자의 특정 및 사이버공격을 지시 또는 지원한 북한의 기여책임의 수
준 평가”의 과정을 거쳐 북한을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여책임을 인정한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의 <표 3>과 같다.

of 27 June 1986, paras. 109,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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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북한의 기여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근거

사이버공격

행위책임
행위자 확인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IP

북한과의 관계
‧ 현직 요원
‧ 퇴직 요원
‧ 역외 추종자
‧ 남파 간첩
‧ 자생적 추종자

외국(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IP

‧ 재정지원 등을
받는 자
‧ 추종 외국인(국적
이탈자 포함)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IP

국가주요기반시
설 등에 대한
해킹 공격등

북한의 기여책임
사이버공격의 특징‧기법/배경

‧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격기법
‧ 북한의 지령/재정지원
‧ 북한의 대외정책에 합치
‧ “HWP”에 적용되는 악성코드
‧ 북한방식의 인증서
‧ 위험을 알고서도 방치(경고 등)

책임

- 행위자 이외의
자는 기여도에
따른 책임 할당
- 행위자가 소속한
국가나 단체 등의
책임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이 관건(개연성의 입증을
위한 정황자료) ⇔ 정보·수사기관의 중요성
※ 북한의 기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6‧25 사이버공격47) ⇒ 북한
- '6·25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해킹 수법이 3·20 사이버테러 등 과거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서버를 다운시키기
위한 시스템 부팅영역(MBR) 파괴, 시스템의 주요 파일삭제, 해킹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공격상황 모니터링 방법과
악성코드 문자열 등의 특징도 3·20 사이버 테러와 동일) / 북한이 사용하는 IP
▶ 한국수력원자력 사태48) ⇒ 북한
- 북한 정찰총국 해커가 활동하는 중국 선양시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접속 / 중국 요녕성의 IP로 2016년 1월
청와대를 사칭하는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한 IP와 동일 /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kimsuky)49)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50) ⇒ 북한
- 소니 픽쳐스 해킹(북한만 사용하는 IP 주소)을 주도한 라자러스(Lazarus) 그룹의 흔적이 발견
▶아프리카 금융기관의 인터넷망(network) 공격51) ⇒ 북한
- 북한 해커가 주로 사용하는 공격 형식(pattern)이 반복 / 북한에서 서명한 ‘암호화된 인증서’(encrypted
certificates)

(4) 사이버공간의 억제효과로서 기여책임
2007년에 행하여진 사이버공격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는 해당 공격의 직접적인 기여책임자를
러시아로 지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에스토니

47) '6·25 사이버공격'의 배후로 또다시 북한이 지목된 배경에 대해 미래부는 사이버공격의 피해 장비와 공격 경유지 등에서 수집한 악성코
드 82종과 PC 접속기록, 공격에 사용한 인터넷 주소와 과거 북한의 대남해킹 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6‧25사
이버공격도 북한 소행 추정”, https://www.yna.co.kr/view/AKR20130716134852017 <2019.8.21.>
48)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여주는 5대 해킹 사건”, https://www.bbc.com/korean/news- 41584327 <2019.7.11.>
49) ‘다수의 외교부와 연구소를 목표로 한 북한 사이버간첩 활동’(Suspected North Korean Cyber Espionage Campaign Targets Multiple
Foreign Ministries and Think Tanks)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추정 해커는 프랑스 외교부와 스탠포드대학교의 웹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위장 피싱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가입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피해를 주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고, 사이버 공격의 주범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해킹한 배후로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kimsuky)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 해커, 프랑스
외교부와 스탠포드대 위장해 사이버 공격”,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hacking-08222019160101.html <2019. 8.25.>
50) https://www.bbc.com/korean/news-41584327 <2019.7.11.>
51) “아프리카 금융기관 ‘북 추정 사이버공격 당해’”,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kh- 08082019164752.html
<2019.9.7.>: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2019/69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cyberattack-09052019163547.html/S_2019_691_ E.pdf <2019.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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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의지는 사이버 공격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해당 공격에 연루된
1명의 에스토니아인이 기소되었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비용-효용 분석’에 의하면,
공격자는 비용이 들이지도 않고서 큰 효용을 얻게 된다. 그 공격의 목적이 과거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
하였던 국가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시대의 점령자가 원하였던 바를 지속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당 사이버공격은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이버공격이 서방국가의 안보와 결의를 조사한 것이라면, 공격자는 자신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 사이버공격이 물리력을 동반한 대규모의 공격을 위한 예행연습
이었다면, 그 기술력이 충분하게 입증되어 조지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FBI에 의해 기소될 위협은 미국이나 영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경찰활동은 미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의 해커나 미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해커를 억제할 수 있다. 2004년 LulzSec과
연계되지 않았음에도 LulzSecPeru라고 자칭하는 Peruvian 헤커는 FBI에 기소될 것이 두려워 페루의 정
부망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미국의 정부망에 대하여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52)은 기여책
임을 통한 사이버공격의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4> 주요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 등

사건
에스토니아

정치적 목표

기여책임

공격자

○

국가를 배경으로 한 집단

러시아 동상철거 중단

공격능력
모름
(가능한것으로 추정)

정치 의지
×

스턱스넷

이란 원자력프로그램 파괴

지연

정부

×

○

룰즈셐

정부 또는 기업의 억압에
대한 항의

○

핵트비스트

○

○

출처: Cyber Attacks, Attribution, and Deterrence, U.S. Government, U.S. Military, Department of Defense, 2015

(5) 기여책임의 한계
가. 사이버 공격의 억제수단으로서의 한계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다른 국가행위자와 그 대리인임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사
고방식은 억제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억제전략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억제라는 개념은 원래 핵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에 고안되었다. 억제전략은 상대방의 2차 공격능력과 상
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 좌우된다. 즉, 상대방이 1차 공격으로부터 생존하여 반격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 말하자면, 억제력은 상호파멸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만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전략은 역사적으
로 핵 확산의 방지에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임의 참여자가 갖는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가 상호파멸을 피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억제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억제전략이 통하기 위해서

는 핵물질과 채굴과 사용기술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목록을 보유해야 한다.

52) The Associated Press, Top South America Hackers Rattle Peru's Cabinet, "The Washington Post, 2.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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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이버 게임에서는 사이버 기여책임의 법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로 인하여 종래의 재래
식 전쟁의 군사전략으로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 전통적인 억제 모델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무기력
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파멸(MAD)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두

번째 공격에 대한 자신의 보복능력을 이해하는데 좌우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를 충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기여책임
인터넷의 기본축을 이루는 아키텍처와 공격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위협행위자의 능력 등
으로 인하여53), 사이버 공격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기여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54)
그 결과로 사이버 기여책임에 있어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이버 억제를 위한 기여책
임은 잘못된 기여책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55)

1) 잘못된 기여책임(Misattribution)
대부분은 사이버 전쟁에서의 잘못된 기여책임으로 인한 위험과 잠재적인 과대평가(the
potential escalations)의 위험성을 우려한다. 상호파멸이라는 현행의 억제패러다임은 -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파멸이라는 억제 패러다임 - 잘못된 비난의 결과 상호간의 앙갚음(tit-for-tat)으로 비화할 위험만
높이게 될 것이다.

2) 위장술책(False Flags)
역사적으로 적대세력은 위장술책의 작전을 사용하여 마치 다른 자에 의해 자행된 것처럼 꾸민
다. 사이버가 가진 기여책임의 딜레마를 감안할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위장술책의 실행은 매우 용이하며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장술책 작전은 기존의 불확실성을 철저하게 악용하는 것으
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의심을 제3자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3)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기여책임의 딜레마는 위협행위자에게 용인된 부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이버
조치와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보복은 무고한 제3
자를 희생시킬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53) 실험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1/3은 탐지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소스 IP를 속일 수 있다고 한다. Robert Beverly, Arthur Berger,
Young Hyun & K. Claffy, Understanding the Efficacy of Deployed Internet Source Address Validation Filtering, 1(2009),
https://www.akamai.com/cn/ zh/multimedia/documents/technical�publication/understanding-the-efficacy-of-deployed–
internet-source-address-validation-filtering-technical�publication.pdf.
54) 사이버 영역에서 최고의 어려운 문제가 기여책임이라고 한다. 만약, 기여책임이 배제된다면 사이버공격은 피해자의 반격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한다. Stephen Dycus, Congress’s Role in Cyber Warfare, 4 J. NAT’L SEC. L. & POL’Y 155, 156
(2010).
55) Jan Dyment, “The Cyber Attribution Dilemma: 3 Barriers to Cyber Deterrence”, December 28, 2018.
https://securityintelligence.com/the-cyber-attribution-dilemma-3-barriers-to- cyber -deterrence/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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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으로서 자체적인 복원력 구축
현실세계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억제력은 국가 및 기
업이 보안비용일 기꺼히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약한 수준의 보안성이 제공하는 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가능하게 된다.

잘못된 기여책임과 에스컬레이션을 피하면서 비용을 부과할

능력이 없다면, 국가 자체적인 복원력을 통해 이익을 거부하고 사이버 공격에서 생존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주로 자신을 숨길 줄 아는 정교한
행위자에 의해 실행된다. 보안운영센터(Security Operations Center)에 위협 검색기능을 도입하게 되면
공격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6) 정부전문가그룹(GGE)의 논의와 합의 수준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국가의 행동방법에 관한 “공동이해”(common under- standing)를 개발
할 책무를 가진 UN의 정부전문가그룹(GGE)의 5차 개정판은 일부 국가가 최종보고서 초안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6) 그 결과 GGE는 유엔총회에 권고 사항에 관한 보
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사용에 대한 국제법
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초안 제34항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GGE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제34항의 승인을 거부한 일부 국가는 무력사용 및 국제인도법에 관한 유엔헌장 원칙의 적용을
수용하게 되면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른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무력사용'의 경계선 아래에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응조치"를 적용할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우기도 하였다. 어쨌든, GGE 2016-17은 국가 및 비국가를 위한 행위규범의 명확
화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제34항에 대한 찬반 다툼 속에 참가자는 규범과 원칙의 성문화는 국제적
인 법원칙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이버 공간체제에 대한 것임을 수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협상가 중 두 명이 확인한 바와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기 전인 올해 GGE가 합의한 몇 가지
규범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래 GGE는 "국가는 국제적인 불법행위를 위하여 자신의 영토를 고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핵심용어인 "고의로"에 관한 이해를 모색하고 동의하였다.

‘랜

섬웨어’ 및 ‘제로 데이’ 공격의 증가에 즈음하여 GGE는 악의적인 사이버 도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
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GGE는 민간부문이 제3자(다른 국가의 영토에 속하는 제3자 포함)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사이버 공격은 용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조작된 논란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이익은 사라졌다. 이러한 논란이 ‘조작된’ 것으로 보
는 이유는 2013년과 2015년 GGE가 "국제법, 특히 유엔 헌장은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선언

56) “The UN GGE Failed. Is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 Doomed As Well?”,
https://www. lawfareblog.com/un-gge-failed-international-law-cyberspace-doomed-well<20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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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이든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한 무력공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이버 작전

에 대응하여 자위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GGE의 입장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쿠바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악의적 사용과 '무력공격'의 등
가성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악의적 사용에 대한 자위권에 반대한다”고 선언하
였다. 실제로 쿠바와 다른 국가는 “자위권을 승인하게 되면, 자신의 적대세력에 대해 전통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였던 국가가 사이버 공간에서 가질 수도 있는 비대칭적 장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무력공격으로 간주되는 사이버 작전에 대응하여 미국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
복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러시아는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반면에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 파키스탄의 사이버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원하는 인도
는 자위권의 명시를 환영하고 있다. 그밖의 다른 국가는 “대부분의 사이버 작전은 '무력공격'의 높은 법
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자위권 발동요건에 대한 정
의는 국가의 주권적 대권이며, 유엔 GGE에 의한 각 국가의 자위권 확인은 전통적으로 열등한 적대세
력에 대한 억제의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쟁점은 사이버 작전에 대하여 국제인도법(IHL)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과거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하게 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합
법화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주장은 군사 목표에 관한 것이다.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국가들은 민간 네트워크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무기가 갖는 영향력을 시험할 시간을 벌고 있다.

사이버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려하는 국

제인권법을 적용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이버 무기의 개발과 테스트를 배
제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위험 영역 중 하나가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인데, 전투원의 네트워크를 겨냥하고 있는 사이버 무기가 군사적 목표와 민간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별하여 군사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러한 원칙의 윤곽이 구체화 되지 아

니한다면, 사이버전의 강국을 열망하는 국가들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에 동조할 것을 기대
할 수는 없다.
GGE에 있어서 주요 강대국의 정치적 동기는 초안 제34 단락에서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범하여진 국제적인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대응조치"에 집중되
어 있다. 미국과 같이 사이버 공격능력의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는 ‘GGE가 사이버 보복권을 인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국가는 ‘사이버보복권이 성급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
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GGE의 초안은 대응조치를 촉발할 수있는 시나리오를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소극적인 일부 국가는 ‘군사적 선진국이 게임의 규칙을 정할 것이다'는 우려를 시나
리오에 반영하였다.
초안의 제34 단락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운운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발언이다. 어떤 점에서는, GGE가 해당 법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군사
전략의 전후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법원칙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본말을 전도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국제법상의 원칙의 언급이라기보다는 ‘정보공유 채널
의 조성’, ‘기여책임에 관한 연구의 증진’ 및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제한’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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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가 보여준 가시적인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로 하여금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정립하기 보다는 국제법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어려운 설명을 위해 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투자한 것은 GGE 핵심세력의
전략적인 실수로 보아야 한다. 특정한 법원칙에 대한 반대의 형세가 역전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오늘

날 정부는 국가행동을 예측하는 규칙을 원하는 경향에 있다. GGE의 실패로 인하여 국가는 자신의 사
이버 원칙을 명시화하고 양자간 또는 지역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사이버규범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
이 촉발되고 있다.

2016-2017년 GGE는 국제법의 시행을 위한 기본 틀을 형성하는 작업을 포기함으

로써 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현재의 우려에 굴복하기는 하였지만 사이버전에 대한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자 하는 목표가 포기된 것은 아니다.

(7) 「탈린 매뉴얼」에 의한 책임소재의 범위와 대응 절차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여책임이 당면한 기술적 및 법적 도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책임의 국
제법적 프레임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Tallinn Manual 2.0의 발간을 둘러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해결의 측면에서 볼 때 탈린매뉴얼 2.0은 탈린매뉴얼 1.0
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대신 매뉴얼 2.0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
이 “기여책임의 분석을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의 조항에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의 ‘善管注意
義務’(due diligence principle)57)는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바람직하고도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탈린매뉴얼 2.0에서 출발하고 있다.58)
위에서 말한 선관주의의무의 원칙에 관한 「탈린매뉴얼 20」의 “규칙 6”은 “국가는 자국의 영
토 또는 자신의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영토나 사이버 기초설비가 다른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심각
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사이버 작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A국 소속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A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에 의하거나 방관 하에서(바꾸어 말하면, A국의 기여책임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B국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결과 B국이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 「탈린매뉴얼
20」의 “규칙 71”에 의한 필요성과 비례성의 범위 내의 자위권을 “규칙 73”에 의한 임박성과 즉시성을
갖추어 무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59)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GGE에서 쿠바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악의적 사용과 '무력공격'의 등가
성은 조작된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악의적 사용에 대한 자위권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점과
‘GGE가 ’사이버 보복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 등과 같이 사이버 공격능력의 면에
서 우위를 갖고 있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국가는 ‘사이버보복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사이버

57) “Due dilifence”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다”는 의미로 우리 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해당
하며, 금융분야에서는 실사(實査)의 의미로 새기고 있다. https:// ko.wiktionary.org/wiki/due_diligence <2019.7.11.> 우리 판례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2625 판결 등 참조.
58) Arun M. Sukumar, “A DUE DILIGENCE STANDARD OF ATTRIBUTION IN CYBERSPACE”, July, 4. 2017.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international-and-comparative-law- quarterly/article/due-diligence–
standard-of-attribution-in-cyberspace/ <2019. 7. 21.>
59) Michael N.Schmitt외 편저(국가보안기술연구소 편역), 「탈린매뉴얼 2.0」, 박영사, 2019, 348-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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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국제법상 시기상조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자면, 기존의 국제기구는 사이버 해킹과 관련한 국가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거나 통
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이버공격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제법이나 조
약의 성립은 아직 보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60)

IV. 사이버 공격의 책임과 기여책임론의 전략적 연계
(1) 기여책임의 객관적 정당화
궁극적으로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격의 근원지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축적되어
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이버공격의 근원지를 식별하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국가로 하여금 해당

근거지는 정확하게 식별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에 있다.

대응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는

자신이 행한 대응공격의 합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로 하여금 기여책임의 정확성에 대해 확신
을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는 다음의 2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한다.

· 기여책임은 국가간첩 또는 국가가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첩보수집 노력 등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에 근거하게 된다.
· 국가가 사이버공격의 기여책임을 밝힐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향하여 사이버
공격자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동일한 지문을 남기는 것을 피할 것을 우려하여 주장하는
국가가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정황증거에 근거하겠지만, 정황증거는 다양한 법분야에서 법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로 기능하게 된다.

어쨌든, 기여책임의 문제는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

는 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이며, 책임은 법의 영역 내에 있는 문제이다. 행위자와 발생된 해악 사이의 연
결성이 희박하거나 모호한 사건에 대하여도 법은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torts)에 있어서 엄격책임의 교리와 과실추정의 교리(res ipsa loquitur)의
핵심은 ‘누가 불법을 범하였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있다. 상황에 따
라 각기 다른 불법책임 기준의 사용은 분쟁의 개별적 구체적 해결을 위한 법의 탄력성을 반영한 것이
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여책임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불법행위 등 현실공간에 대한 법분야에서와 마
찬가지로 법원은 법적 도구로서 ‘증거와 인과관계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확신을
갖고 행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60) 최근에 배포된 “탈린 메뉴얼 2.0”은 사이버공간과 관련한 국제법적인 논의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해킹이나 사이버 간첩에 대
한 규제를 명시하고는 있지 못한 실정이다. Michael N. Schmitt ed.,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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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력에 의한 대응조치
사이버공격을 감행에 대해 기여책임이 있는 국가가 특정이 되면 <표 4>와 같은 수순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격에 대한 기여책임이 밝혀지게 되면, 사이버공격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제재와 같은 경제상의 불이익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둘째, 공격개시에 대하여 기여책임
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장래의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대한 참여권을 거부함으로써 적극적인 이익참여
의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

셋째, 기여책임은 해킹에 대한 대응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넷째, 기여

책임은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 기여책임에 대해 가능한 대응조치는 일방적 조치와 다자간의
조치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표-5> 사이버공격과 국제협력에 의한 대응조치
일방적 대응조치

다자간 대응조치

외교적 접촉 /

대상 국가가 추구하는 무역협정, 조약 또는

포괄적 무역협정 또는 조약에 있어

협정 등의 거부

양자협약 등의 거부, 외교 접촉의 거부

회원자격 박탈

경제적 불이익 처벌

경제제재, 현행 무역협정의 폐지

다자간 제재체제

사이버 대응조치

해킹의 반격

스턱스넷과 같이 공동에 의한 사이버 타격

군사적 대응조치

군사적 침공, 표적에 대한 군사적 타격, 원격폭격,
드론에 의한 타격, 특수작전 등

연합군

이러한 조건들은 국가가 사이버공격의 기여책임을 밝힌 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실질적이고 정치
적인 대응조치를 보여주지만, 기여책임법의 입법목적을 위해 이들 대응조치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원칙
에 따라야 한다.
· 조치가 일방적인지 아니면 다자적인 것인지 여부
· 처벌의 심각성의 정도
전자는 기여책임이 일방적 또는 다자간 대응조치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기여책
임의 법리 전반에 대하여는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것은 기여책임법의 배경목적이 일방적 및
다자간의 대응조치 모두에 합치되기 때문이며, 기여책임은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처벌을 정당
화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일방적인 조치나 다자간의 연합에 의한 조치를 갖고서 사이버공격자를 처벌하
고자 하든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든, 기여책임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제3자적인 시각에서 그 대응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한 가지 예외는 다자간의 실행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공격을 받은 국가는 다른 국가
에 대해 보복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해서 그 보복에 다른 국가도 참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다른 국가는 기여책임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피해국가에게 요구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게 되면 자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닌 사이버공격에 대하
여도 자국의 자원을 동원한 대응조치의 실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격을 받은
국가와 다자간의 대응조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 간에는 신뢰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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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차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대응이 있다.
첫째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국가는 신뢰를 유지하고 미래의 공격에 대한 억제능력의 확보
를 위해서 공격 근원지의 정확한 식별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신뢰의 격차는 기여책임의
확실성 여부에 의하기 보다는 다자간 조치에 참여하는 국가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게
된다. 둘째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 대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다자간 기구가 존재한다
면, 보다 엄격한 기여책임제도의 추가적이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아니한 국가로 하여금
처벌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다.
예컨대, 어떠한 국가가 법적인 문제 또는 장래의 협력확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사
이버공격에 다자간의 대응조치를 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와같이 구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피해국가와 함께 사이버 공격의 근원지에 대한 다자간의 대응조치에 동참하겠다는 국가결정을
충분하게 정당화할 수 있다.

미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2003년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하였던 기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다소 추상적일수도 있지만, 사이버보안과 앞에서 살펴본 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 상
호간의 특정한 맥락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응조치 규모의 심각성에 따라 가능한
대응조치를 정해두게 되면, 군사력, 사이버 대응조치(해킹의 반격 등), 경제제재 및 외교적 처벌 등 최
고규모에서 최저규모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조치의 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군사적 조치는 대규모의 군

사력 과시(military campaign)에서부터 제한적 타격과 특수작전에 이르는 가능한 범위의 조치를 포함하
고 있는데, 이들 조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가능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분류될 수 있다. 군사조치
및 전쟁의 확대 위험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대응조치로서 군사력이 선택될 가능성은 점점 약화
되고 있고,61) 국제법 또한 무력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과 군의 지도자 모두는 사이버공격이 무력의 행사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가능한 대응조치로서 군사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이 가능하려면, 사이버공격의 근원에 대한 엄청난 조사와 그 조
사를 기여책임의 적절한 규명을 통한 높은 수준의 확신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가 대
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앞세워 미국이 주도하였던 2003년의 이라크 침공사태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응조치의 유형으로서 해킹반격(Hack-back)은 군사력의 행사에 상당하는 심각한 사태를 야
기할 수도 있다. 해킹반격은 군사력보다 다양한 잠재적인 조치를 내용으로 하지만 일부 학자는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인 군사적 공격에 의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전쟁법상의 무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62)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해킹반격은 군사력에 상

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은 대응조치는 기여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련의 특별한 절
61) Joshua S. Goldstein & Steven Pinker, “The Decline of War and Violence”, BOSTON GLOBE (Apr. 15, 2016),
https://www.bostonglobe.com/opinion/2016/04/15/the-decline-war -and�violence/lxhtEplvppt0Bz9kPphzkL/story.html. <2017.7.21.>
62) Oona Hathaway, “The Law of Cyber-Attack”, 100 Cal. L. Rev. 817, 826(2012). not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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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V. 맺음
스마트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사이버생태계로 변모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가안보는 크게 보면 지
구촌의 공동안보와 작게로는 우리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포섭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국가안보는 더 이상 종래의 영토적 주권을 중심으로 관념해서는 아니되고, “국가의 성립요소인
국민‧주권‧영토에 대한 물리적 및 非物理的(사이버) 위험이 부존재”63)하는 ‘안전한 상태’로 파악해야 한
다.64) 요컨대, 국가안전보장법제는 더 이상 물리적 충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도
국민‧영토‧주권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65)
특히, 우리의 주권적 지배를 받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내‧외부세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격이 갖고 있는 특성인 ‘APT’화, ‘ToR’에 의한 추적곤란성 및 사이버
공격의 탐지곤란성(침해흔적의 발견으로부터 공격의 탐지에 소요되는 100여일의 기간) 등을 고려하고,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대해 기여책임의 정도에 따라 행위자나 그 배후자를 공개수배하고 있음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으로 정의되고 있는 위
협첩보(Threats Intelligence)66)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회선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고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의 판결을 받은 “통신비밀
보호법”을 조속하게 회생시켜야 한다.
둘째, 이러한 위협첩보와 안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종합화를 토대로 국가안보위협에
관한 국가지식을 생산하는 한편, 위협정보를 토대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의도(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이버 유인수사기법67)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이버 생태계의 특성상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국가사이버의 안전을 위한 법제는 곧 국민의 안위를 위한 법제로서 불이법(不二法)임을 자각하여 “국가
사이버안보법(안)”을 비롯한 “좀비PC방지법(안)”을 입법화하고, 위협정보의 공유를 통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비밀분류방지법” 등도 조속히 입법화하여 사이버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우
리 사회가 안전 속에 영구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3) 이원우 “안보협력 개념 등의 의미분화와 적용”, 「국제정치논총」 제51집 제1호(2011), 34면.
64) 정준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향”, 『성균관법학』, 2016, 36면;영국의 M15 홈페이지에서는
“국가안보는 전체로서 영국의 보안과 안녕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지리적‧정치적 실체로서 영국에 한정되지 않고, 영국영토
밖에 있는 시민이나 영국정부체계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https://www.mi5.gov.uk/ home/about-us/what- we-do/protecting–
national-security.html).
65) 이러한 점에서 반란단체의 점령지로부터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역 내에 있어 우리의 사법주권의 지배를 받아
야 할 북한주민을 범법자라는 이유로 강제송환하는 조치(정부, 오늘 北 주민 2명 추방..."16명 살해 혐의", <https://www.ytn.co.kr/_ln/
2019. 11.07.>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국가의무의 위반이자 주권의 포기로 읽혀질 수 있다.
66) “What Is Threat Intelligence? Definition and Examples”, https://www.recordedfuture. com/threat-intelligence-definition/ <2019.11.21.>
67) 판례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
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
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고 판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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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요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각각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
고 있다. 초기 사이버 안보는 일상과 사이버 공간을 별도로 인식할 수 없게 되면서 등장한 사이버위험
으로부터 개인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간이 점차 개
발 및 확장되며 사이버 안보의 추진 방향이 변화하였다. 2016년 6월 NATO에서 사이버를 항공, 해상,
육지에 이어 공식적인 전쟁 지역으로 설정한 이후1) 각 국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
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방어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이버
안보가 공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 조치로 변화하고 있다. 즉, 기존에 국가 대상 공격을 발생 이후에 대
처하는 사후대응 중심에서 공격 발생 전에 사이버를 포함한 다각적(경제, 사회, 국방 등)으로 억제하기
위한 사전대응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각 국가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적극적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위협의 감소와 환경 조성, 협력체 구성, 기준 및 평가를 통
한 관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와 같은 개념을 포함하여 2019년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의 구체적인 방안 제
시를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발표를 통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최근 사이버 안보를 수행하기 위
해 수립·운영하는 전략 및 정책, 제도를 살펴보고, 각 국가들이 적극적인 사이버 대응을 위해 어떠한 방
향으로 전략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Sotrpedia, “NATO Declares Cyber an Official Warfare Battleground, Next to Air, Sea and Land Search.” 2016.6.17.
https://news.softpedia.com/news/nato-declares-cyber-as-official-battleground-next-to-air-sea-and-land-50538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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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기존의 사이버 안보는 사후대응 및 예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특징에 따라 수동적 사이버 방어
(Passive Cyber Defense 또는 Non-Active Cyber Defense)로 볼 수 있다2). 수동적 사이버 방어는 기존
의 사이버 안보와 같이 회복력이나 방화벽을 포함하여 공격적인 구성요소 없이 모든 형태의 사이버 방
어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수동적 사이버 방어에는 강화된 사이버 방어(Fortified
Cyber Defence, FCD)과 회복적 사이버 방어(Resilient Cyber Defence, RCD)이 포함된다. 강화된 사이
버 방어(FCD)는 주요자산 또는 잠재적 대상 주변에 디지털 방어 경계선을 설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3) 즉 방화벽(firewall)과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antivirus software) 등 방어된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인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해당한다. 회복적 사이버 방어(RCD)는 사이버 공격 시 디지
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중요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계속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에서 예방 및 복구 중심의 대응이 아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면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ACD)의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공식
적인 정의가 정해지지 않았으나4) 일반적으로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는 위협을 탐지, 분석 및 완화
할 수 있는 실시간 능력5) 또는 독점적인 사이버 활동이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시작한 사전 조치 정
도로 기술되어 왔다6). 그 밖에 다른 정의는 공격자를 식별하고 침입을 계속하거나 향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악의적인 행위의 제거는 행위를
사전방지하는 차원에서 억제(Deterrence) 정책이 추진된다. 억제는 공격자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포괄
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이버 위협 행위자에 대한 억제 정책을 위협 행위를
수행하여 얻는 이익보다 위협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위협 행위를 감소시키
는 등의 방식을 통해 수행한다. 이처럼 사이버 위협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는
사이버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한 물리 환경, 즉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통해 이루
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국가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분석한 뒤, 해당 국가의 사이버 안보 수준
을 위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Risk and Resilience Team Center for Security Studies (CSS), ETH Zürich, “CSS Cyber Defence Trend Analysis 1 – Active Cyber
Defense”, 2017.6.
3) Dewar, R., “The “Triptych of Cyber Security”: A Classification of Active Cyber Defence, in: Prangetto,” P., Maybaum, M.,
Stinissen, J. (Eds.),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NATO CCD COE Publications, 2014. p.14.
4) Giles, K., Hartmann, K., “Socio-Political Effects of Active Cyber Defence Measures”, 2014, p.23
5) Rosenzweig, P., “International Law and Private Ac-tor Active Cyber Defensive Measures.” 2013. p.7.
6) Ducheine, P., van Haaster, J., “Fighting Power, Targeting and Cyber Operations, in: Prangetto, P., Maybaum, M., Stinissen, J.”
(Eds.),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NATO CCD COE Publications, 2014.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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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국 추진 동향

(1) 미국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보호 등을 기반으로 IT 생태계 구축과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혁신 촉
진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사이버안보를 총괄·관리하고 있다. 행정명령 및 대통령지침, 대통령 정책 지
침 등을 통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던 미국은 911 테러(2001)의 발생 이후로 본격
적인 사이버안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안보법의 제정 및 국토안보부(DHS)의 신설과 함께 테러
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 of 2003)을 수립하였다. 미국 최초의 사이버 안보 전략인 이 전략은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
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참여자인 기업, 학계, 개인 사용자에게 보안 조치를 제안한다. 또한
미국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취약점의 감소, 사이버 공격
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시간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15년 간 추진되었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사이버보안 프로세스를 공식화하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이니셔티브(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 CNCI)(2008)를 비공개로 수립하였다. 이후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문
서를 공개하였다. 당시 미국은 해당 이니셔티브(CNCI)를 기반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연방 정부 및 정부 기관, 민간 부문 간 상황인식의 공유, 침입 방지를 위하여 신속
한 대응 체계의 구축 및 향상, 반(反) 첩보(intelligence) 역량 강화, 주요 정보기술에 대한 공급망 보안
강화, 사이버 교육의 확대, 사이버보안 관련 연구개발 지원, 억제전략의 개발, 주요기반시설의 보호 등
이 해당한다.
포괄적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는 시점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 차원의 ‘군사화’ 담론을 시작하며
국방부에서 사이버 국방 및 능동적 방어(Active Cyber Defense)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미국 국
방부는 사이버 공간 운영에 대한 국방부 전략(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
Cyberspace)(2011.7.)을 수립하여 국방부는 위협과 취약점을 발견, 탐지, 분석 및 완화 할 수 있는 실시
간 기능으로써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 침입을 방지하고 국방 네트
워크 및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7)
이후 미국 국방부는 2012년 Plan-X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버 무기 개발의 본격화 및 사이버
전장지도 개발을 계획을 발표하였다. Plan-X 프로젝트는 방위선진연구프로젝트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의 프로그램으로 국방부 행위에 대한 계획, 사이버 전쟁을 운동 전
쟁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학계에서 방위 산업 기지, 상업용 기
술 산업, 사용자 경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관심있는 사이버 커뮤니티 간 상호연계를 추진하였다. 다만
Plan-X는 사이버 공격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기타 개발된 사이버 기능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
해 사용된다.

7) DoD, “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 Cyberspace”, 2011.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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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국가 사이버 안보 이니셔티브(CNCI)가 공개된 이듬해 미국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서
는 새로운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2012)을 제정하였다.8)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증
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혁신의 보호 및 증
진, 프라이버시 및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유 향상, 연방정부 네트워크 보호 강화, 연방기관의 역할
명확화, 사이버 보안 인력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다.9) 이후 2015년 개정되면서 사이버 정보 공유에 초
점을 맞추어 사이버 정보 공유 법(Cyber 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로 개정되었다.
이후로도 미국은 사회적 혼란 및 국가 안정성과 직결되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
술 개발과 함께 연구 성과의 극대화 및 실용화를 통한 사이버보안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연
구개발 추진을 위한 연방 사이버안보 R&D 전략계획(Trustworthy Cyberspace: Strategic Plan for the
Federal Cybersecurity R&D Program, 2011)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사이버안보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해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다면적인 문제로서 사이버안보를 인식하여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술 및 위협의 변화와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
해 사이버안보의 원칙을 설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 정부는 국가 사이버사고의 조정 및 평가를 목적으로 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이 효
과적으로 소통하고 적절하고 일관된 수준의 대응을 제공하고자 ‘사이버안보 국가행동계획(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of 2016)’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을 통해 미국은 정부기관이 자체 네트워크를 구
축 및 방어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접근방법을 재검토하였다. 과거 사
건으로 부터 얻은 교훈을 적용하여 향후 사이버사고 관리의 개선 및 국가 사이버 회복력의 향상을 꾀하
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예방하고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사고가 발생 시
회복력의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방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2018)의 발표를 통해 해당 활동을 더욱 곤고히 하고 있다. 이 전략은 연방 정부가 개
방적이고 안전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있는 사이버 공간을 발전시키기 위해 취하고있는 단계
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활기찬 디지털 경제의 엔진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시민 사
회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외국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그룹과 협력하여 혁신, 개방성 및 효율성
을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 및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10) 이를 위하여 미국 국민과 국토, 생활방식을 보호
하고, 회복력을 보장하는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고 우수한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사이버 안정성 강화 차
원에서 국가 행동 규범의 수립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 활동의 유발을 억제하며, 미국과 미국 동맹
국이 국가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사이버 기능을 통해 국제적 사이버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고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해 국가 차원
에서 권력기구의 기능을 모두 활용할 것을 명시하며, 사이버 대응 외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응을 추진하
8) 정부 고위 임원(국토안보부 위원회, 상업위원회 등)과 함께 정보기술, 금융 서비스, 통신, 화학 및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여 많은 민간 부문
을 대표하는 회사 및 무역 협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9) Congress.gov, “S.2105 — 112th Congress”, Last Search: 2019.11.27.
https://www.congress.gov/bill/112th-congress/senate-bill/2105/text
10) US Embassy & Consulate in Korea, “Release of the 2018 National Cyber Strategy”, 2018.9.20.
https://kr.usembassy.gov/092018-release-of-the-2018-national-cyber-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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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간 대응 지원을 위해 사이버 억제 이니셔티브
(Cyber Deterrence Initiative)를 제안하고 있다.11)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국가 후원 행위자들12)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
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의 범위와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미국 국방부, 국가 방위 지침, 2018.12) 이러한 국가 행위자로 인한 위험은 사이버 전략을
통해 국가와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장기적인 전략적 위험을 초래하는 사이버 캠페
인을 포함한다.13)
이에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John Bolton)은 미국 정부가 미국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위협 행위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을 펼치는 작전보다 공격에 드는 비용을 높임으로써 억
제하기 위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 전술을 사이버 공간으로 전환함
으로써 DDoS 공격과 악성 코드 및 스파이웨어의 도입뿐만 아니라 취약한 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공격
(은행 및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격)에 대비하고자 한다.
즉, 이제 미국은 국방 지침(2018)을 기반, 군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
및 기타 사이버 작전을 시작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략 수립 및 발표를 통해 차후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2) 영국
영국은 2009년 국방전략을 기초로 사이버 보안 전략(Cyber Security Strategy)을 수립하며 국
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고려하여 전략화하였다. 이어서 2011년 최초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UK
Cyber Security Strategy)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6년 5
개년 계획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2021)을 수립하면서 능
동적인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nece, ACD)의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공
격에 대한 대응을 통한 사전예방 조치와 더불어 억제전략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공격 및 보복의지를
표명하였다.
최초로 수립된 영국의 사이버보안전략(Cyber Security Strategy - Safety, Security and
Resilience in Cyber Space)(2009)은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나 ‘사이버 안보’보다는 ‘사이
버 보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다. 사이버 보안 관련 과제 및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수립되었
으며, 당시 영국은 해당 전략을 통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하며 사이버 보안
에 정부, 모든 영역의 조직, 일반 대중 및 국제 파트너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이
11) The State of Security, “U.S. National Cyber Strategy: What You Need to Know”, 2018.10.18.
https://www.tripwire.com/state-of-security/government/us-cyber-strategy/
12) 미국 국방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국가위협 행위자의 다음 행위를 지적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으로부
터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함으로써 미군 과잉 일치와 국가의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사이버 기반 정보 운영을
사용하여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프로세스에 도전했다. 북한과 이란 같은 다른 행위자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을 해치고 미국
의 이익을 위협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사용했다.
13) Geopolitica, “America’s Offensive Cyber Strategy”, 2018.3.10.
https://www.geopolitica.ru/en/article/americas-offensive-cyber-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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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미래의 기존 및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2011년 본격적인 국가 안보 차원의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The
UK Cyber Security Strategy-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UK in a Digital World)(2011)을 수립하
였다. 영국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 정
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테러, 군사위기, 주요 재난과 함께 '1단계(tier)' 위협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다는 발표에 따라 영국 사이버대응에 650백만 파운드를 투입하는 전략을 수립하
였다.14) 해당 전략은 역동적이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서 거대한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도
출하고, 여기서 자유와 공정성, 투명성, 법치의 핵심 가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2015년의 영국이 향상
된 국가 안보와 번영되어 있기를 기대하며 5개년 계획으로써 수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4가지 목표15)를
제시하고, 각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개인, 민간, 정부 각각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최종 목표(vision)를 향해 나아가고자 추진하였다.
이후 영국은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였음에도 증가하는 공격에 대처하고자 국가사이버공격프
로그램(National Offensive Cyber Program, NOCP)(2013)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사이버공격프로
그램(NOCP)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과 공격자 억제 등 적극적인 공격 및 보복 의지를 드러내어 사
이버공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국방부(MoD)와 정보통신본부(GCHQ)는
공격적인 사이버를 추진하고자 사이버공간 및 물리적 공간에서의 사이버 기술과 역량 강화 및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이버공격 역량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 방식으로 해킹 위주의 사이버공격 도
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군대에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즉 국가사이버공격프로그램
(NOCP)을 통해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사이버공격의 억제 및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사이버 공격 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
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2011년 수립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5개년 계획의 종료 후 다시 5개년 계획으로써 사이버 공간
에서 영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2021)’
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방어(Defend), 억제(Deter), 개발(Develop)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방어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프로그램의 추진,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 정부에 대한 보호,
국가주요기반시설(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NCI) 및 우선순위 분야의 보호, 공공 및 기업의 행
동 변화, 사고 관리 및 위협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억제는 사이버 억제력 강화, 사이버 범죄의 감소,
적대적인 국외 행위자에 대한 대응, 테러리즘의 예방, 국가 역량 강화(공격적 사이버Offensive Cyber,
암호화)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개발은 사이버 보안 기술의 강화를 통한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성장 촉
진, 사이버 보안 과학기술의 증진 등으로 구성된다. 전략을 통해 사이버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

14) Tom Espiner(ZDnet), “UK Cyber Security Strategy themes revealed”, 2011.11.11.
https://www.zdnet.com/article/uk-cyber-security-strategy-themes-revealed/
15) 영국 정부가 수립한 사이버안보전략(2011)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목표 1: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것, ▲목표 2: 영국을 사이버 공격에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고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는 것 ▲목표 3: 영국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를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의 형성 지원 ▲목표 4: 모든 사이버안보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영국의 영역을 초월한
(cross-cutting) 지식, 기술, 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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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이버안보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며 사용자가 ‘최대한의 보안’을 경
험할 수 있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였다. 2021년까지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의 'Secure by
default‘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안 기능이 내장된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부여하
고 있다. 신제품에 대한 보안 등급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
한 보안 현황을 제공한다. 더불어 정부-산업 간 사이버 성장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전문 기술을 활용
하고, 시장으로의 접근을 지원하는 국제 표준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략을 통해 영국은 능동적
인 사이버 방어(ACD)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산업계의 역량을 이끌어내어 영국 네
트워크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피싱 공격 최소화, 알려진 잘못된 IP 주
소 필터링, 악의적인 온라인 활동 차단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의 향상은 가장 일
반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영국의 회복력 향상을 기대하며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국제 테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격적 사이버(offensive cyber)(2013) 선언을 기반으
로 국가사이버공격프로그램(National Offensive Cyber Programme, NOCP)(2014)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이 사이버 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무기 프로그램이며, 사이버 공격 태세를
갖추기 위한 기반프로그램으로 작용한다.16) 영국의 공격적 사이버 태세는 ISIS(또는 ISIL, Daesh)와 같
은 국제 테러 단체에 대한 사이버 차원의 대응을 위해 수립되었으며, 사이버 공격 후 보복 능력, 통신
또는 무기 시스템을 부정·방해·저하시키거나 광범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17) 영국의 당시 국방 장관인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는 2013년 공격적 사이버 역량이 처음
논의될 때 사이버 공간에서 영국을 공격하는 적은 기존의 해양, 공중, 우주 등을 통한 공격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18)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은 2013년 ‘사이버예비군(Joint Cyber Reserve)’ 제도를 수립해 영국 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보호업무와 필요 시 적국에 대한 사이버 상의 직접적 타격도 주요업무로 포함
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사이버 예비군은 전역한 군인과 현역 예비군, 민간인 중 컴퓨팅 역량을 보
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민간인 자원을 수용하는 방식은 기존 군대에서 인적자원
을 차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일반 군대보다 체제가 유동적이고 자유롭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 각 인재들의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구성원의 사이버 역량을 증진시
키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사이버예비군 제도는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 국가사이버공격프로그램(NOCP)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본다.
관련하여 2015년 영국 국민의 보호와 국제적 영향, 영국의 번영을 위해 안보 전략과 방어 전
략이 통합된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2015,
NSS&SDSR)을 수립하였다. 영국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는데 투자할 것이며 공격을 선점하
고 책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19) 영국 국방부와 GCHQ이 운영하는
16) TheGuardian, “UK developing cyber-weapons programme to counter cyber war threat”, 2011.05.30. (Last Search: 2019.6.22.)
https://www.theguardian.com/uk/2011/may/30/military-cyberwar-offensive
17) Lawfareblog, “Summary: U.K.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Annual Report”, 2018.01.04. (Last Search: 2019.6.24.)
https://www.lawfareblog.com/summary-uk-intelligence-and-security-committee-annual-report
18) TechRepublic, “Inside the secret digital arms race: Facing the threat of a global cyberwar”, 2014.04.24. (Last Search: 2019.6.24.)
https://www.techrepublic.com/article/inside-the-secret-digital-arms-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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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Offensive Cyber Program(NCOP)을 기반으로 정부는 NSS&SDSR에 군대가 "선진 공격 능력
(advanced offensive capabilities)"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였다.20) 해당 전략에서 사이버 공격은 무력을
통해 적들을 제지하고 영국을 공격할 기회를 부정하기 위해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새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2016)에서도 꾸준히 국가사이버공격프로그램(NOCP)
을 언급하며 영국을 공격하는 외부 공격자에 대한 대응 조치를 유지해나가고 있으며, 더불어 능동적 사
이버 방어(ACD)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영국 자체적으로 공격에 대한 기술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보를 추진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미래 지향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사이버 안보 전략(Cyber
Sicherheitsstrategie für Deutschland)’을 수립하고 2016년에 개인 및 기업 중심의 보호와 새로운 사이버
위협 대비를 위하여 개정하였다. 개정된 독일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독일 내 사이버안보의 강화와 환경
조성 및 국외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외협력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4가지 영역(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과 자기결정행위, 국가와 경제 분야의 공동 임무,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사이버 안
보 아키텍처, 유럽 및 국제 사이버안보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역할 등) 으로 전략을 구분하여 해당 영역
에 대한 세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영역에서 독일은 자국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디
지털 환경을 이용하는 개인 및 민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잇다. 이용자의 디지털 능력 향상
촉진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웹서비스의 안전 조건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련 IT 보안 산업의 개발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표준 기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인증 절차를 테스트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어 정부의 인증 및 허가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지역적으로 상호 운영이 가능한 사이버안
보 아키텍처 및 표준 사용을 권장하여 안전한 디지털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어서 산업 4.0, 의료
기술, 이동성 4.0과 같은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 기회의 활용을 위하여 혁신적인 IT 보안 솔루션을 연구
하고 구현하여 IT 보안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에서 독일은 국가 및 기업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및 주요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국가와
경제의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공동 계약을 맺고 있다. 독일 내 기업과 국가시스템이 사이버공격으로부
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요기반시설 설비의 보안을 정부의 사이버안보 및 방위의 당면 과제로
간주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사이버공간 내외에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부는 지정된 법률 범위 내에서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관련 위치 정보 등의 교환을 하
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상호 신뢰하며 정보 교환 등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도화하였다.
19) ZDnet, “UK boosts spending on cyber army to launch hack attacks on enemies”, 2015.11.24. (Last Search: 2019.6.28.)
https://www.zdnet.com/article/uk-boosts-spending-on-cyber-army/
20) ZDnet, “UK boosts spending on cyber army to launch hack attacks on enemies”, 2015.11.24. (Last Search: 2019.6.28.)
https://www.zdnet.com/article/uk-boosts-spending-on-cyber-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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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영역에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적 사이버 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사이버 보
안청의 확대, 내무성 산하 정보기술센터의 설립 및 CERT 체계를 강화하였다.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을 통하여 사이버 스파이를 방어하고 사이버 사보타주
(sabotage)를 퇴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보부(BND)를 통해 인터넷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해외에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를 마련하였다.
네 번째 영역에서 독일은 유럽 및 국제 사이버안보정책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 사이버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독일 자국에 반영하고 NATO 사이버방위정책의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공급자와 협력하여 조치 방법이 알려진 사건/바이러스 감염 등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완화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간 IT 지식 교환을 권장하고 전문가 네트워크의 형성
을 촉진해 IT에 보안 서비스를 포함하였다. 추가적으로 학교 및 대학 부문에서 정부 차원으로 모든 사
용자의 디지털 능력 함양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2015-2020 디지털 세계에서의 보안 및 자체 결정(Selbstbestimmt und sicher in der
digitalen Welt 2015–2020) 연구프로그램을 강화하며, IT 보안 연구를 위한 센터인 CRISP(Darmstadt),
CISPA(Saarbrucken), KASTEL(Karlsruhe) 강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IT와 사이버안보를 군대에 적용
하기 위해 Cyber Defence and Smart Data(CODE) 연구소와 함께 뮌헨의 Bundeswehr 대학의 사이버
클러스터 연구가 확대되었다.
2016년 수립된 독일의 국방백서는 국경의 내부·외부 구분이 어려운 사이버 공간의 보호를 위
해 사이버 안보 정책 전반의 틀에 대하여 총체적인 고려의 필요를 제기한다. 국가적 임무인 사이버 안
보와 사이버 방위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국방적인 측면은 연방국방부에서 추진하며 국제적인
문제는 외무부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가적인 사이버 안보에서 국방 측면은
연방국방부와 연방군의 근원적인 임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 전략의 틀은 연방
내무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 하에 마련되었으므로 사이버 사전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보기구()에서 마련
하고, 실제 대응의 수행 역할을 연방국방부 및 외무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사이버 공간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우선시하는 사이버 안보 체제를 유지하던 중, 연방
하원의 침해 공격 이후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이버 안보 체제로 변환하였다. 독일 사이버 보안
기관인 BSI(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는 이전까지 비군사적 방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외무부(BND)는 역사적으로 보유한 사이버 스파이 예산이 적은 상태였다.21) 그럼에도 독일 국방 통신
사업자들이 독일 연방 하원의 내부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침해한 후 2015년 독일의 방어 자세가 바뀌
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사이버 공격 전략을 개정하여 공격적인 사이버를 추진하는 문서를 발표하며
정보기관에 사이버팀 개발을 요구했다. 또한 ZITiS(Security Sphere의 중앙정보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암
호화된 장치에 침입하여 실시간 차단을 위한 익스플로잇 및 맬웨어를 개발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
독일의 2016년 전략에 따라 독일군(Bundeswehr)은 약 14,000명의 군인과 IT 인력을 미국 사
2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Germany Develops Offensive Cyber Capabilities Without A Coherent Strategy of What to Do With
Them”, 2018.12.3.
https://www.cfr.org/blog/germany-develops-offensive-cyber-capabilities-without-coherent-strategy-what-do-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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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사령부(Cyber Command)를 모델로 삼아 통합된 사이버 사령부(CIR)를 수립하고, 사이버 역량을
중앙 집중화시켰다. 사이버 사령부(CIR)는 2020년 초까지 완전한 운영 능력을 달성하고자하며 적의 자
산에 대해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사이버 운영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술적인 사이버의 사용 시
나리오에는 적군의 자산 파괴, 전장 지원 및 적군의 IT 자산에 대한 정찰이 포함된다. 이처럼 공격적인
사이버 활동을 펼칠 준비를 하는 독일은 2018년 8월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와 유사한 사
이버 혁신 에이전시를 설립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당 조직의 임무는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있는 유망한 프로젝트를 시장 조사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이후 독일은 사이버 공격을 4단계로 구분하여 공격 수준에 따라 내부 자체적인 대응에서 공격
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치를 구축하였다. 처음 두 단계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리
디렉션 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며, 통신 사업자 또는 연방 경찰 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3단계의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공격자의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침입을 막는다. 그
리고 4단계 공격의 경우 공격에 사용되는 IT 시스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
족하면 외부 시스템을 종료하는 수준으로 공격을 추진할 예정이다.

(4) 일본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디지털 영역에서의 보안을 위하여 발표한 e-Japan(2001, 2003)전략을
통해 현재 사이버 안보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e-Japan 전략 이후 U-Japan, IT 신개혁전략,
I-japan 등을 거쳐 2013년 최초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3년을 주기로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을 제정하여 일본 전반적인 사이버 안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체
계를 재구성하였다.
일본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2013년 내각부 총리가 의장으로 임명되어 운영되고 있던 정보보안
정책회의를 통해 수립되었다. 사이버 보안 전략(2013)은 국가 안전 보장과 위기관리, 사회·경제적 발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사이버 공간의 구축,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
는 사회의 구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 민간, 학계, 연구계, 개인 등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모
든 주체별 대응력의 강화를 통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고, 자원의 확충을 통해 보다 활력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며,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등 발전하는 IT 기술에 대한 대응 차원
에서 운영되었다.
2015년 개정된 ‘사이버안보전략’은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보안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이
연계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안전한 사이버공간의 이용환경 구축 가능
성 확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이버공간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주요기반시설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사이버안보 분야의 벤처기업과 국
내외에서 대규모로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사이버안보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
해 관련 세제의 이용 촉진 등 중소기업의 사이버안보대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였다. 더불
어 기업 경영 및 조직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진이 보안 마인드를 기초로 사이버위험을 경영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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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과제로 인식하여 설비투자 체제의 정비, 인재육성 등에 관한 투자를 결정하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새로 개정된 사이버안보전략(2018)은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
성된다. 경제 사회의 활력 제고 및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이 안전·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 국
제 사회 평화 안정 및 안보 기여, 횡단적 시책 등이다. 경제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보안 투자
활성화, 첨단기술 사업 강화, 공급망 보안, IoT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관점의 체계 정비 및 표준화 등을
수행한다. 안전한 사회의 실현은 민관의 보안강화와 함께 도쿄올림픽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 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위험관리의 개선, 안전 기준 개선,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보안 대책을 위한 연구 개발 장려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
에 따른 지수를 0~4까지 5단계로 분류하였다. 최저 수준인 0단계는 공격으로 인한 ‘영향 없음’으로, 최
고 수준인 4단계는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지정되었다.22) 또한 국제적으로 일본이 보유한 첨단 기술
과 국방 관련 기술을 보호하고 사이버 테러에 단호한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방위력과 억제력의 강화를
꾀한다.
일본은 사이버안보전략의 기간 마련 및 일본 사이버 안보 전체의 틀을 마련하고자 「사이버시
큐리티기본법」을 제정(2014.11) 및 시행(2015.1.)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시설의 정비와 IT의 이
용 및 활용에 의한 행정,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사이버위
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대응체제를 수립하였다. 해당 법률은 일본의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다양
한 방면에 대하여 첨단연구의 개발, 기술의 고도화, 인재육성 및 확보, 경쟁 조건의 정비 등에 의한 경
영기반 강화, 신사업의 창출, 기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규격 등의 국제 표준화 등 총체적으로 다
루고 있다. 일본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기초로 사이버안보전략 및 사이버안보전략본부를 수립하고 내
각관방사이버시큐리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일본의 사이버안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사이버안보의 연구개발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은 ‘정보보안 연
구개발전략(情報セキュリティ研究開発戦略)’(2014)을 수립하였다. 본 전략에 따라 일본은 사이버 환경
의 변화로 복잡해지고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개발의 진행 방식에 있어 민간 영역
및 연구자 간 정보의 통합과 공유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다. 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며 사회기반시설 제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
적인 사이버안보와 관련 보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관련 연구‧개발 성과
의 향상을 위해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자원을 확대하며 연구‧개발 대상을 유연화시키며, 사회‧과
학 등 타 학문 분야와의 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안보를 흔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경우에 대비한 반격 차원에서 일본 방
위성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3월까지 해당 바이러스
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23)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방어 장비로서 상대의 정보통신 네트워
22) CISO MAG, “Japan introduces cybersecurity strategy for 2020 Tokyo Olympics”, 2018.7.26.
https://www.cisomag.com/japan-introduces-cybersecurity-strategy-for-2020-tokyo-olympics/
23) JapanTimes, “In first, Japan to develop computer virus to defend against cyberattacks”, 2019.4.30.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4/30/national/first-japan-develop-computer-virus-defend-cyberattacks/#.Xd9Ug-gz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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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방해하는 바이러스를 보유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러한 사이버 무기는 일례로, 정부 기관과 자위대
의 육해공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부대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같은 사태를 상정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반격으로 상대 군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 육해공의 공격을 시켜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
한다.24) 또한 이 바이러스는 최신 기술력을 가진 여러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공동으로 만들 예정이며,
공격 측의 시스템에 침입을 도모하기 위해 백도어 등으로 구성되기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을 통해 개발
한 이 바이러스는 선제적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국가 또는 국가와 동등한 것으
로 간주되는 조직에 대해서만 사이버 공격을 허용할 예정이다. 바이러스는 방위성 소속의 사이버 방위
대를 통해 유지·관리될 예정이다.

IV. 함의 및 향후 추진 방향
사이버 안보를 대하는 국가들의 자세가 변하고 있다. 기존 사이버 안보가 가지는 예방 차원의
계획 기반 대응 체계에서 점차 공격적인 대응 중심의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NATO의 공식 전쟁 지역 선포(2016) 전후로 많은 국가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이버 안보
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찍이 자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
공격, 테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 전략과 국방 전
략에서 각기 공격적 사이버 대응을 언급하며 다양한 차원(정치·경제 등)의 억제정책의 추진을 발표하였
다. 영국은 기술 분석을 근거로 사전적 사이버 대응 공격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
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격 활동을 수행한다고 추측된다. 독일은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기관과 국방의 협력을 통해 수립한
사이버 군대를 설치하고, 들어오는 공격의 수준에 따라 그 대응책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이버 대응 차원의 사이버 무기 개발을 공표한 국가로 민간을 통해 공격용 멀웨어
를 개발, 국가 행위자 수준의 조직이 자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격에 한정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
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인 사이버 안보를 추진하
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는 그 역할과 책임, 추진 활동 등이 구체적이며 세세하게 명시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큰 맥락을 짚
은 수준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수립된 사이버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된 추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자국에 행해지는 공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해당 공격에 대한
분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격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정보원(민간, 정부조직, 다른 국가 등)으로부
터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유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등의 체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공격의 수준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사이버 보안 사고를 6단계로 구분하며, 독일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24) 東京新聞, “サイバー反撃ウイルス保有へ 有事に備え防衛省、作成方針”, 2019.4.30.
https://www.tokyo-np.co.jp/article/politics/list/201904/CK2019043002000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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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일본의 경우 5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사고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수준
의 분류가 필요하다. 셋째, 적극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은 비공식적으로
대응 차원의 공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실제적인 사이버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
리나라에서 심각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ACD)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는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사이버 억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주변
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간 협력에 기반한 억제 정책을 펼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V. 결론

주요국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공식 전쟁 구역으로 선포된 이후 사이버 안보를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의 개념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의 역량을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와 수동적 사이버 방어, 억제
(Deterrence)와 공격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며 이 중 미국, 영국, 독일에서 능동적 사
이버 방어(ACD)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별도의 ACD의
개념을 국가 전략에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적극적으로 사이버 공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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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과 독일인데, 두 국가의 양상은 조금 다르다. 영국의 경
우 국가사이버공격프로그램(NOCP)을 사이버 안보 전략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적
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것과 별개로 직접적으로 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
려 법제도를 이용해 기소조치를 취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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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전략 목표와 대응 체계
장노순 (한라대학교)

Ⅰ. 문제제기

사이버 안보위협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방식, 행위자, 결과 등에서 재래식 안보위
협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를 다루던 전략, 무기, 조직으로는 이를 결코
방어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때문에 그 영향이 국제안보구조와 국내 안보조직
의 체계를 크게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패권적 국가가 안보영역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제 안보
갈등에서 그 결과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의 사이버 역량은 사이
버안보를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비대칭적 전력 구조는 제아무리 공격력의 우위의 사이
버 강국이라 하더라도 사이버무기의 특성과 사이버 공격의 비국가 행위자 참여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
다. 그렇지만 사이버 역량은 국가 간 갈등의 결과를 결정짓는 독립적인 변인이 아니다.1)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이버공간의 특이성으로 인해 사이버 안보위협을 대처하려는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이 높은 안보
환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사례들은 군사 분쟁과 같은 심각성으로 평가되지 않고,
위협의 양태도 다양하고 전략적 목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모든 사이버 위협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
하기 어렵고, 그런 대처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처럼 사이버 공격력이 강한
국가조차도 심각한 수준의 안보 위협을 받았고, 향후의 잠재적인 공격이 억제될 수 있다는 확실성도 분
명하지 않다. 사이버 공격자에 대한 보복과 응징은 수단, 방식, 표적 설정 등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방어와 복원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의 사이버공간이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되
기 어렵다. 특히 미국처럼 국가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민간 분야에서 소유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
부의 사이버안보 역할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될 수 없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안보 기관들이 전통전인 방식의 활동이나 조직을 바꾸어야 하고
안보 환경에 적극 적응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응과 대외 대응전략을
바꾸고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2) 사이버안보를 대응하는 미국의 조직과 전략은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
1) Brandon Valeriano, Benjamin Jensen and Ryan C. Maness, Cyber Strategy: the Evolution Character of Power and Coerc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13-19.
2) 전술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기반시설을 파괴하거나 인터넷 연결된 일반 군사 혹은 민간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거나 혼란을 주
는 무자비한 물리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사이버전의 개념 정의는 비물리적인(non-kinetic) 수단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활동(CNO)를 엄
격하게 의미한다. 둘째, 심리전을 포함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배제한다. 셋째, 사이버전은 직접적인 정치 및 군사적 목적으로 컴
퓨터 네트워크 공격(CNA)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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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국제안보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처하려는 국가안보전략, 국가사이버전략, 국가정보전략, 국방사이버전략 등을 발표
했고, 정부차원의 대응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3) 이런 미국의 변화는 기존의 안보전략이나 정부
조직 체계의 역할에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정보기관들은 전통적인 국가안보를 다
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태도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 정보공동체가 취하고 있는 전략 목표와 조직의
변동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전략이 바뀌는 원인은 최근 발생한 사
이버 위협 사례들을 반영하여 이론적으로 설명을 시도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다르고, 외교적 협상
수단과 성격이 동일하지 않은 사이버 공작과 작전은 미국이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조직
과 전략이 변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에서 구축된 조직의 역할이나
일반화된 안보전략의 특성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오마바 행정부시기에 수용되었던 미국의 입장은 트럼
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루어질 것이다.

Ⅱ. 사이버 안보위협의 성격과 정보
(1) 사이버 안보위협과 회색지대
국제사회는 국가 간 제한된 가치를 두고 갈등과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사이버안보의 가장 중
요한 특징은 국가의 전통적인 안보수단이나 외교수단과 전혀 다른 강점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주요 국가들의 우려와 대응은 국제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이 크게 고조되었던 근본 원인은 사이버 무기의 가용성이다. 개인부터 국가까지 안보행위자가 되고, 저
렴한 비용에서 고비용까지 많은 수준의 공격수단이 활용될 수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의 모든 대상
이 표적이 되고, 어떤 유형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제기되는 안보
위협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기존의 국제법이나 규범으로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합의점을 마련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공격자에게 사이버수단은 전략적으로 유용하지만, 반면에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국내외의 대응전략과 체계를 갖추기 쉽지 않다. 이런 특징으로 사이버공간이 공격 우위의
안보구조라는 주장이 널리 지적되고 있다.4) 공격 우위의 안보구조가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
나는 공격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이버 안보위협을 약화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격자를 응징하거나 처벌할 수 있어야 한
다. 전통적으로 국가안보는 국가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안보가 민간 집단
이나 개인에게 일임하기에는 위협의 대상에 부담해야 하는 가치가 치명적으로 심각하고, 총력적인 공격
수단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대응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하지만 사이버안보에서는 사이버
3) The White House, National Cyber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1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DoD Cyber Strategy (2018); DNI,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2019); DH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ybersecurity Strategy (May 2018).
4) Christopher Whyte and Brian Mazanec, Understanding Cyber Warfare: Politics, Policy and Strategy (Routleg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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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해커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누구나 활용하고, 국가안보 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
정 국가는 상대방의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집단을 사주하거
나 다양한 방식의 연계를 국가의 전략 목적을 실현 갈 수 있다. 국가안보의 주요 행위자로 참여 가능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이버무기의 특성에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최상의 대응을 고
려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격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한다. 두 가지의
정보관련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 책임귀속과 임계점이다.5) 책임귀속은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의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이버 공격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면, 잠재적
적대세력은 이점을 적극 활용할 여지가 높다. 임계점은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의
성격이 적대 행위로 제재 대상인지 그리고 보복과 반격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인정할만한 임계점을 규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이버 안보위협은 대응 전략이나 이를 수행
하는 주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돼야 적용 가능한 법률적 뒷받
침도 필요하다. 국가사이버전략의 적용 기준이거나 보복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써 임계점
은 3가지 영역의 경계를 구분한다.
아래 (그림1)은 사이버 갈등의 단계를 나누어서 귀속과 임계점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임계점은 국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심각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임계점이다. 예컨대, 심각성이 높
은 수준에서 산업 혼란 혹은 인명 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 기존의
국제규범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안보위협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영향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군
사 준비이나 첩보수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활동이다. 이런 범주에 포함된 사례는 군사 동원,
정찰 활동, 혹은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안보위협 등이다. 사이버 공격을 용인하는 단계, 대응 단계, 그리
고 군사보복 단계로 사이버 갈등이 확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 단계에서는 군사보복을 제외
하고, 외교, 경제, 사이버, 형사사법 제재를 통해 상대 공격자에 대해 보복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 임계점의 범주 내에 들어온 것이다.

5) Guy-Philippe Goldstein, "Cyber Defense from 'Reduction in Asymmetrical Information Strategies," Military and Strategic Affairs, Vol.5,
no.3(2013), p.133. (그림1)은 골드스타인의 주장을 보완하여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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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위협의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전의 직접적인 위험보다는 회색지대에서 활
용되는 사이버안보 강압전략이 당면하고 있는 빈번한 안보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그림1)에서 간결하게
설명되었듯이, 이 범주에서 국가 혹은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단죄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이 거의 없다. 하지만 회색지대의 사이버 안보위협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피해의 결과
는 미국의 대선에서처럼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하고 정치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협으로 활용되고 있
다. 사이버전의 위협처럼 군사수단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심각한 물리적 피해를 동반하는 반격을 취하
기 어렵다. (표1)은 리드와 부하난이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
다.6) 즉, 리드와 부하난은 사이버 공격의 피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비교했다. 이들은
공격의 유형의 기준으로 첫째, 피해 발생의 시점, 둘째, 사이버 공격과 피해대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
류하였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사이버 안보위협의 피해가 지연되어 나타나거나 직접적으로 표적이 된다
면, 공격자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복이나 반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
도 가능하다. 다른 한편, 대응 전략과 주도 기관의 역할은 피해 발생의 시점과 공격자의 의도 간에 연
계가 단순하게 결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쾌하게 구분하여 간단하게 정리될 수 없다. 사이버 공격자는
확실한 의도를 갖고 실행했지만, 피해가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나타난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공
격자가 그런 정도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표-1> 사이버 안보위협과 피해 정도 및 배후 세력 관련 정도
사이버 공격의 피해 정도

책임귀속의
확실성
사이버 공격의

제한적 피해

심각한 피해

분명한 공격자에 의한 제한적 피해
○ 북한의 방글라데시의 중앙은행 해
킹(2015)
○ 북한의 3/14 DDoS 공격(2011)

분명한 공격자에 의한 심각한 피해
○ 러시아의 미국 대선 해킹 개입
(2016)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
한 사이버 공격 (2018)

불분명한 공격자에 의한 제한적 피해
○ 한국 한수원 사이버 공격(2014)
○ 미국의 인사처 해킹(2015)

불분명한 공격자에 의한 심각한 피해
○ 이란의 핵시설 사이버 공격(2011)
○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사이버 공격(2016)

배후 국가
연계 여부
책임귀속의
불확실성

(표1)에서 공격의 행위자가 대리자일 경우에 대응 전략과 대응 조직은 복잡하고 미묘해 진다.
사이버 공격은 행위자와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조직이 상이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안보
와 다른 점이다.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의 행위자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행위
자의 윤곽이나 관련 조직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배후 국가를 지목하는 일은 또 다른
6) Thomas Rid and Ben Buchanan, "Attributing Cyber Attack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8, no.1-2 (2015),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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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때문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 정
부의 개입 혹은 푸틴의 직접 지시를 증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이버 안보위협과 관련해서 안보구조상 공격과 방어의 균형추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들은 사이버공간에서 공격과 방어의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이미 투입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단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방식이나 수준에 대해
서는 불확실성이 높다. 사이버 강압전략은 이론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고, 다른 안보전략과 비교해서 우
위성을 갖고 있다.7)
토마스 쉘링(Thomas Schelling)에 따르면, 강압은 군사력의 위협이나 제한적 적용으로 적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강압은 누군가가 항복하거나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피해의 위협 혹은
향후 더 큰 피해의 위협이다.”8) 그는 강압이란 적이 상대방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피해를 줄 수 있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압은 무자비한 물리력과 대비되는 것이다. 무
자비한 물리력은 적의 세력으로 압도하는 것인 반면에, 강압은 피해를 주거나 향후 더 큰 피해를 줄 위
협을 활용하여 적을 설득하는 것이다. 강압은 물리력이 적의 힘을 단지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 줄 위협을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 물리력의 제한된 사용을 포함한다. 강압이란 적이 비용편익
계산을 판단하도록 강요하여 적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결과를 생산하려는 것이다. 강압은 무자비한 폭력
과 구분이 된다. 무자비한 폭력에서는 한 국가가 상대 국가를 군사적으로 패배시키고 패한 국가에게 정
치적 해결을 강요하는 것이다. 반면에 강압에서는 강압의 대상이 저항하거나 양보하는데 군사력을 유지
하고, 강압자가 강압 대상 국가의 비용편액 계산을 조정하여 전면전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2) 사이버 안보위협과 정보활동
사이버 공격의 피해국은 공격의 배후 국가를 겨냥하여 사이버 공격 혹은 보복을 실행에 옮기
는 전략을 결정하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전략적 요소를 고려해야 했다. 사이버 보복수단의 상대적 효
과, 확전의 위험 회피 그리고 사이버공작의 전략적 이점이다. 먼저 사이버 보복이나 반격의 이득과 그
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은 전략 목적이 무엇이든지간에 실행에 옮겨지면 피해국
의 인터넷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사이버 첩보수단은 상실되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현실화된다
면, 피해국이나 여타 사이버보안 단체들은 이를 파악할 수 있고, 해결책으로 패치를 만들어 공격을 차
단하는 일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또 다른 고려 요소는 확전의 위험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보복은
적대 세력의 추가 보복이나 반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나 목표가 ‘비례의 원칙’
에 부합해야 하고, 무력충돌로 확전되는 임계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무기는 재래식 수단에 비해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확전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어 한다. 무력충돌이나 전쟁으
로 확전은 미국이 제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
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도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공격이 군사시
7) Erica D. Borghard and Shawn W. Lonergan, "The Logic of Coercion in Cyberspace," Security Studies, Vol.26, No.3, 2017,
pp.452-481.
8)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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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파괴나 군사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면, 시스템 마비나 데이터 파괴와 다른 심각성과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고려 요소는 사이버공작의 효과이다.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이나 군의 은밀한 군사작전은
확전을 피하면서도 자국의 억지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격은 공격자의 정체
가 확정적으로 밝혀지기 어렵고, 공격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행을 밝히지 않는다. 더욱 피해 대상국
도 피해 정도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억지력이나
억지의지를 과시는 방법으로 비밀스러운 활동은 공격자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에 공개적이고 분명한 신호는 억지의지를 전달하기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지만,
상대 국가는 물리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국제적으로 체면 손상과 국내적으로 정권의 무능과 허
약함을 보여줌으로써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반격과 추가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
리게 된다. 사이버 공격은 비밀공작을 수행하기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재래식 군사수단에 비해 억지의
지의 과시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 정보활동은 사이버 보복의 장점을 제공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최적화된 전략이다. 사이
버 공격은 반드시 사이버 첩보활동과 동일한 단계를 걸쳐야만 실행에 옮겨진다. 전통적인 안보는 첩보
수집과 군사공격은 독립적인 별도의 조직이 담당하고,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역할은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 기능을 담당하는 개
별적인 조직이 전략 목적에 따라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직 운영의 장점이 있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성, 인력, 수단, 방법 등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안보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다. 사이버 정보활동이 사이버 공격을 반드시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
활동은 국가안보전략의 수단으로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안보수단에 비해 상대적인 효율성도 높다.
사이버안보에서 신호정보(Sigint)의 필요성은 독보적이다. 군사안보 혹은 심각한 국익의 위협에
대한 정보는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출처 등 다양한 수집 방법에 의존해서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사이
버안보 역시 이런 여러 유형의 정보수집 방식이 필요하지만, 사이버 첩보수집 방식에 절대적으로 의존
하고 있다. 신호정보의 한 유형은 인터넷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 통신 자료, 사이버공
간에 저장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인터넷을 이용한 첩보수집은 다른
첩보수집 수단이 대체하기 힘들다.9) 물론 사이버 첩보수집 방식만으로 사이버 공격의 행위자와 배후 세
력을 확실하게 판별하기 어렵고, 인간정보나 다른 신호정보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첩보
위성이나 전화나 팩스의 통신 감청, 인간정보가 사이버 공격의 행위자를 판별하고 공격 행위를 탐지할
수 없다. 사이버공간에서 신호정보의 의존성은 사이버안보전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이다.
사이버 정보활동에서 실제로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안보
수단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성이 높다. 다시 말해, 다른 안보 혹은 외교 수단에 비해 안보 효과를 담보
하면서도 사이버보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지만, 사이버안보의 특성으로 사이버 안보조직, 사이버전
략, 관련 조직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특징을 보여준다.10) 우선, 회색지대의 강압전략에 대한 대응전략
은 비물리적 수단과 사이버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사이버 수단은 비물리적 수단이 갖지 못한 장점을
9) Gregory F. Treverton, The Intelligence Challenges of Hybrid Threats (Swedish Defense University, 2018), pp.19-25.
10) David E. Sanger and Julian E. Barnes, “The Urgent Search for a Cyber Silver Bullet Against Iran,” New York Times (September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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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 사이버 무기는

군사수단이 아니면서 상대방의 핵심적 시설이나 시스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인명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시설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군사충돌을 포함하여 국제분쟁은 비례적 대응을 원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
사이버반격은 이런 국제분쟁의 기본 원칙에도 충실히 따른다는 점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사이버 정보활동의 필요성은 억지전략의 근본적인 요소인 공격자의 정체를 명확하게 분별해 내
야 한다는 조건에서도 중요하다. 사이버 억지전략의 한계는 공격자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은 여러 국가의 네트워크를 경유하고, 다른 사이버 무기의 코드를 복제하고 변형할 수 있으
며, 국가와 무관하게 비국가 행위자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과 응징의 대상을 특정
화하기 어렵다. 사이버 정보활동과 관련된 기술은 사이버안보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 수준으
로 발전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사이버 적대세력의 활동 계획과 움직임을 포착하는데 사이버 정보활동은
첩보수집의 핵심적인 방식이다.
비밀공작은 정보기관의 주요 임무이다. 군사작전처럼 군사활동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처럼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아니다. 공작은 직접 개입하거나
실질적인 개입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의도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해당
국가가 대부분의 경우 직접 관여를 공개하지 않고, 상대방도 자국의 피해와 파급을 항상 공개적으로 밝
히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공간 자체가 비가시적인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관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
게 밝히기도 어렵고, 피해를 객관적이고 확증하여 공개하기 쉽지 않다. 특히 무기체계나 핵심적인 안보
시설이 공격 표적이 아니고, 민간 영역이나 회색지대의 대상이 공격을 받는다면, 국가의 관여와 방어는
현실적으로 훨씬 난감하다. 사이버 보복과 반격 역시 이런 표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의 역할이
나 군사작전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민간기업의 경영 활동은 국가의 개입
이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서 이들 영역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역할과 개입은 논란을 야기
한다. 이는 반대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회색지대에 집중되는 최근의 경향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
택의 결과이다.

Ⅲ.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사이버 안보위협
(1) 사이버 안보위협과 대외 대응
미국의 전략적 상황은 2018년 공개된 국방부 사이버전략에서 나타난 인식을 바탕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국방부 2018년 사이버전략은 요약본으로 공개되었고,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
부의 사이버전략은 크게 3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전진 방어, 전쟁 대비
등이다. 국방부의 새로운 사이버전략은 2015년 전략에 비해 확고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위험 수용적
(risk-acceptant)이고, 적극적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예방, 대처, 억지, 승리를 추
구 하는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새 사이버전략이 2015년의 목표였던 자유롭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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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인 인터넷을 수용하고 있지만, 전진방어, 지속성, 기반시설 보호 등이 핵심 목표로 들어가 있다. 억
지가 미국 사이버안보전략의 핵심 축이 더 이상 아니고, 방어를 위한 과거의 대비 태세를 벗어나서 적
대 세력의 지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라는 점이다.11)
2018년 국방부 사이버전략은 지난 3년간 나타난 정치적, 기술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
고 있다. 그 동안 사이버 위협 사례는 미국 대선에 러시아의 개입, 기반시설에 대한 렌섬웨어 공격 확
산(예, WannaCry and Petya),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규모 악용
사건 등이다. 2015년 이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를 통합 사령부로 격상시켰고, 133개 사이버 임무팀을
활성화했으며, 전통적인 분쟁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사이버 작전을 개시하는 등 사이버 군사력을 발전
시켜왔다.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량을 강화했던 것이다.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와 비국
가 행위자가 상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이버 공격 실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방부의 역량을 평가할 것이
다 이런 분석을 실행하는데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공격의 위협을 공개지목하고 억제하는데 필요한 역량
을 국방부가 구축하고 있는지 확정해야 하고, 또한 국방부가 사이버 억지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2015년과 2018년 국방부 사이버전략에서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사이버 활동, 역량, 책임을 강
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사이버전략은 ‘위험 약화’ 그리고 ‘확전 통제’를 추구했지만, 2018년 전
략은 ‘국익의 적극적인 방어’를 다짐하며 훨씬 적극적이고 위험수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2) 이는 미국
의 목표에 주된 위험이 사이버 활동의 활용이 아니라 무기력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8년 전략은
국방부가 ‘승리’와 ‘선제공격’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들 용어는 2015년 전략에서는 없었다. 2015년 최우
선 정책은 미국 방어를 준비하면서 국방 사이버 영역(.mil) 방어를 포함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역량을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전략은 전진 방어, 일상 경
쟁, 전쟁 대비를 위해 더욱 확장되었고 적극적인 임무가 부여되었다.
‘전진방어(defend forward)' 개념은 2018년 전략에 새로 도입된 임무로 이전 전략과 가장 중요
한 차이점이다. 이 용어는 2018년 전략이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서 사이버 위협이 대처하는데 긴
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전략은 국방부가 미국 국토와 미국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대비
‘하도록 했지만, 2018년 전략은 ’대비‘가 빠지고 대신에 ’군사 분쟁 수준에 못 미치는 활동을 포함하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중지시키기 위해 그 원천지역에서 전진 방어‘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 전략은 미군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국방 영역 의 범위 밖에서 방어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군사 작
전을 가능하게 하지만 민간 영역 (.com)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자원의 방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
전략은 미국의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서 국방의 시도를 확장시켰다. 미군에게 사이버 공격의 원천 지역
에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중지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전략은 미국의 네트워크 혹은 자산에 적
의 사이버 활동이 도달하기 이전 그 활동을 약화시키는 작전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전진방어’는 사

11) Nina Kollars and Jacquelyn Schneider, “Defending Forward: The 2018 Cyber Strategy Is Here,” War on the Rock (September 20,
2018).
12) 국제안보전략 분석에서 행위자의 성향을 위험회피형(risk-averse)와 위협감수형(risk-accepted)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어떤 유형의 행위자
인가에 따라 억지전략의 효과, 확전의 가능성, 협상의 진행 등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위험회피형의 전략에서 위험감수형 전략으로
억지전략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응징과 보복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억지전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이버 분쟁이나 갈등을 확전시켜 훨씬 통제하기 어려운 무력 충돌의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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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공격에 대한 수동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예방적 대응을 의미한다. 수동적인 전략이 자국의 사이버공
간을 보호하는 방어망을 구축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예방적 전략은 적의 사이버 공격이 사
직되기 이전부터 이를 탐지하고 제지하는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은 미국이 군
사 분쟁 이전이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도 이런 조치를 기꺼이 취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오
바마 행정부 하에서 취한 자제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국방부의 규범이 더 이상 아닐 것임을 암
시한다.
심각한 사이버사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국내 대응체계와 주도기관 그리고 역할 분담은 2016년
국토안보부가 작성 배포한 ‘국가사이버사고대응계획’안에 종합적으로 정리됐다.13) 미국 국토안보부의 국
가사이버사고대응계획은 미국의 공개지목 전략과 관련해서 정부의 부처 간 역할과 업무 추진과정 그리
고 공개지목의 정책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국가사이버
사고대응계획은 대통령정책지침(PPD-41)에 근거해서 작성됐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사이버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 지방, 민간 분야, 국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
이 정해져 있다. 둘째, 중대 사이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파악한다. 셋째, 중앙정부기 사
이버사고로 침해 대상들과 공조하는 방식이 기술되어 있다.
이 계획이나 대통령정책지침은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국내 대응을 목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
에 외국의 이해당사자와 협력과 공조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
토안보부와 법무부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지만 기본적인 법집행기관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공조 역시 법집행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위
협 대응의 주도기관으로써 사이버 위협의 행위자를 판별하여 책임귀속 이슈를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고, 이런 절차는 대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커 개인에 대한
형사법적 기소는 당장 미국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집단을 구체적으로 공개지목
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협 행위자나 후견국들의 배후 조적과 방조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
면에서 국방부는 사이버안보 정책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정책집행을 담당한다.
(그림2)에는 중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이버 억지전략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부
서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안보의 중추적인 업무로써 미국의 공세적인 사이버 방어, 즉 사이버 공격을
통해 보복과 제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장실과 국방부이다. 따라서 책임귀속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나뉜다. 하나는 책임귀속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배포하는 기
관이다. 다른 하나는 사이버 보복이나 제재의 역량을 갖추고 실행하는 것이다. 2010년 창설된 사이버사
령부는 공격 행위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책임귀속의 결정
을 집행한다. 국방부의 국가안보국(NSA)은 첩보수집을 전담하고, 사이버사령부는 안보전략을 수행한다.

13)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Cyber Incident Response Plan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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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에서 보복과 공작으로 통해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세력이나 사이버 공격자를 응징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국무부의 사이버이슈조정관실(OCC)은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동맹국이나 협력국들과 함께 사이버 공격자와 적대세력을 억지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담당한
다.14) 사이버 위협의 성격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역량만으로 억지와 보복을 통해 국
가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외교수단은 여전히 사이버공간의 기본틀과 성격을 규정하고 국제규
범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방식이다.
국가정보장실은 2019년 국가정보전략을 발표했다.15) 국가정보장실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에 모두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공동체는 전략목표를 3가지의
기본 임무와 4가지의 세부 임무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기본 임무는 안보전략 환경을 파악 분석하고 위
협 요소에 대해 경보하며, 성공적인 안보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 임무 중에서 첫 번째는 사
이버 위협에 관한 정보이다. 해외 행위자들의 사이버 프로그램, 표적, 활동과 표시, 미국 국가안보 이익
에 대한 여파 혹은 잠재적인 영향에 관한 모든 원천적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 배포하는 것이다. 정보
공동체는 전략 혹은 전술적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사이버 태세의 일부분으로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처
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략적 목적을 위해 정보공동체는
3가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정책 결정과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부의 계획, 의도, 역량,
활동을 포함하여 적의 사이버 활동을 인지하고 이해력을 높인다. 둘째, 중요한 정보네트워크와 핵심 기
반시설을 방어하는데 사이버위협 정보의 맞춤식 생산과 적절한 배포 및 공개를 확장한다. 셋째, 악의적

14) 국제 무역, 통상을 지원하고, 국제안보를 강화하며, 언론자유와 혁신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성이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증진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https://www.state.gov/bureaus-offices/bureaus-and-offices-reporting-directly-to-the-secretary/office-of-the-coordinator-for-cyber-iss
ues/).
15)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Intelligence of America of the United Stat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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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이버 행위자와 활동을 억지하고 대적하기 위해 외교, 정보통신, 군사, 경제, 금융, 정보, 법집행 계
획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확장한다.
억지전략은 적의 공격 계획과 의도에 대해 보복과 응징을 위협하여 사전에 단념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보는 사후의 공개지목 전략에서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사전에 방지하는 공개지
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물론 관련 정보의 공개 내용이나 수준은 기밀로 처리되겠지만, 잠재적인 적
대 세력의 긴장과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외 사이버 행위자에 대
한 공개지목은 국가정보장이나 중앙정보국의 정보 보고서가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적절하다. 하지만 국
방부가 직접 공개지목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국방부의 네트워크나 군사 역량의 위협과 관
련이 있다면, 국방부가 공개지목의 당사자가 될 여지는 충분하지만, 연방정부 혹은 민간 영역의 피해나
침해 사고에 대해 국방부가 주도하기는 역할과 기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2) 사이버 안보위협과 국내 대응
가. 사이버 방어와 예방의 필요성 증대
사이버 위협이 국내외의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이버 공격의 사례들과 분석들을 종합하면 사이버 대외전략의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
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 활동이 집중 부각되었지만, 그만큼 사이버안보의 의
미와 전략적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강대국 간의 사이버 갈등은
회색지대의 성격을 벗어나는 심각한 파괴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다. 유엔의 정부전문가그룹
(GGE)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재래식 군사안보와 유사한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국제법과 국제규
범으로 대응과 반격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의했다. 적어도 강대국들은 핵무기와 막강한 재래식 군사
력을 동원하여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인다. 러시아와 미국 혹
은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위협을 두고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이버전으로 구분되는 사
이버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재래식 군사충돌에 비견되는 사이버전이 강대국 간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유형의 사
이버 공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16) 사이버전쟁으로 평가되는 사이버 공격은 아직 드물지만 미국
의 이란 핵시설 공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발전소 해킹, 미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실험 공격 등은 인명
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사례
들은 대부분 강대국이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인 약소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 국가가 재래
식 군사적 보복을 취하기 어렵고, 사이버 역량에서도 반격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우이다. 사이버 공
격의 피해국들은 반격의 수단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정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도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더라도, 공격자를 공개 지목할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
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자국의 사이버 방어
역량을 드러내야 하고, 정부의 무능과 취약점을 인정하는 부작용도 있다.
책임귀속 문제는 이런 사이버 강압전략에 대한 사이버 억지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가장 심
16) Brandon Valeriano and Ryan C. Maness, Cyber War Versus Cyber Rea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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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장애요소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사이버 공격은 잠재적인 행위자들이 많고, 공격 수단에 관한 정보
공유와 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격과정에서 여러 네트워크를 경유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자의 책임귀속은 기술적 판단과 전략적 판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적 판단과 전략적 판
단은 공격자 혹은 배후 세력을 밝히려면 정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이버 억지전략의 한계는 군사안보
와 관련된 국제법이나 규범이 확고하게 구축된 위협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다. 안보 목적의 첩보수집은
국제적 규제의 대상 아니고, 사이버 첩보활동은 공격을 위한 사전 활동이더라도 제재의 대상으로 단정
할 수 없다. 사이버공간에서 심리전을 펼치거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 국가차원의 반격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범죄 수준의 위협을 국가안보의 심각성으로 간주하는 것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억지는 보복 수단이 필요하지만, 사이버안보에서는 유사한 사이버 공격표적을 찾는 일
도 긴요하다.
이런 억지전략의 장애요소들은 거부(denial)에 의한 억지력 확보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
이버 위협에 대한 공격적 대응전략은 사이버 억지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이버 방어와 예방은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체
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력은 사이버 방어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민간
부문의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과업은 민간인에게 일임하여 해결이 되지 않는다.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
된 조직들은 사이버무기가 한 표적을 겨냥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확산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유와 공동 대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협력체제가 당면한 과제가 되는 이유는 사이버 공격의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사이버 안보위협의 대부분 사례는 회색지대의 강압전략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 강대국이나
약소국은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이 명확하게 통제하고 금지하는 영역이 아닌 표적을 공격하고, 그 전략적
목적도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 기밀 절취, 정치적 과정 개입 등이다. 적대 세력의 사이버 첩보활동
은 국가가 민간 분야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첨단 무기체계와 사이버 안보관
련 연구소와 대학기관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밀 정보를 관리해야 하지만, 철저한 정보 보안을
해당 기관이 도맡아 책임지기 어렵다. 사이버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예방하려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응징을 통한 사이버 억지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현상을 타개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
부에 의한 사이버 억지전략에도 집중해야 한다. 국가 기간시설이나 사회 운용의 주요 기관들은 인터넷
과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아주 많다는 것이고 이를 모두의 방
어는 정부의 엄청난 과제가 된다. 사이버 억지전략을 위한 거부에 의한 억지력 확보는 국내 치안과 보
안기관만의 역량으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 네트워크, 인터넷, 컴퓨터, 정보를 보호하려는 예방
적 조치는 국내보안 기관의 단독으로 가능하지 않고, 대외 안보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사
이버안보에서 예방적 조치는 사이버보복과 응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이버안보의 구조적 문
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가안보를 담당한 기관과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비교적 명확한
경계선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국가안보의 주요 대상은 외국 정부나 집단 혹은 개인이고, 이들 기관의
대외 활동은 국내법에 의한 제약이나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지만, 국내 활동은 훨씬 엄격하게 감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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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지되어 있다. 이런 구분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군사공격의 양태와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보기
관의 개입 기준이나 상황도 비교적 명확하였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위협은 그런 경계가 모호하고, 국내
보안 및 치안기관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가안보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의
국내 상황에 개입할 여지가 넓어졌다. 정보통신기술은 민간 활용이나 군사 활용 혹은 첩보 활용이 모두
동일하다. 국가안보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위협세력에 관한 정보는 국내 사이버공간과 시설
을 방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이버안보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특히 강조된다. 사이버 첩보활동과 사이버
공격의 수단이 동일하고, 정보기관은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정보
기관이 첩보수집과 공작을 모두 수행한다. 게다가 위협의 특징과 공격자의 의도와 계획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정보기관은 국내 보안기관이나 민간 분야에서 보완하기 어려운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나. 공격적 사이버전략의 억지력과 예방공격
사이버 억지전략은 전통적인 핵 억지전략과 달리 여러 제약 요인들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이
버 억지전략의 대안 전략은 수동적인 방어전략과 예방전략이 있다. 거부에 의한 억지전략은 일종의 방
어전략으로 국내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보안과 방어력을 강화하고, 복원력은 높여서 사이버 공격이 있더
라도 성공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이버 방어만으로는 성공적인 억지전략을 갖출 수 없
다. 따라서 보복과 응징을 위한 사이버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악의적인 사이버활동 행위자는 자신
의 행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17) 반격과 제재에 의한 억지전략
이거나 공격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공격이거나 공격의 표적을 찾아야하고 공격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이같은 전략적 목적은 상대방의 네트워크에 침투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은 해킹으로 들어가지만, 격리망은 정보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심어두어서 정보를 수집
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다.
미국은 억지력을 확보하고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년 이란의 정보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적절한 사례이다. 2019년 6월 미국은 사우디 원유 저장소 공격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이란의 준
군사조직이 활용하는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삭제했고, 페르시안 걸프지역에서 선박 운항을 비밀리
에 표적으로 삼으려는 이란의 역량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약화시켰다. 이란은 수개월이 지나서도 사이
버 공격으로 파괴된 정보를 아직도 복원하고 있고, 군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컴퓨터 시
스템의 일부분을 재가동하려고 시도해야 했다. 미국은 이번 사이버 공작의 이익이 비용보다 나은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의구심을 잠재우려고 공격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18) 공격의 비용은 이
란의 혁명수비대가 사용하는 핵심 네트워크에 접근권을 상실하고 정보를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이란은 오랫동안 공표하지 않고 사이버분쟁을 치루고 있다. 이 분쟁은 전쟁과 평화 사
이의 회색지대에 주의 깊게 관리 조절되면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드론을 이
란이 격추시킨 것에 대해 보복 공습을 취소한 이후에 추진되었다. 이란은 미국정부와 민간 기업을 상대
로 사이버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하면서도 대응 공격으로 확전을 시키지는 않았다. 미국의 사이버공작은

17) The White House, National Cyber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18), p.2.
18) Julian E. Barnes, “U.S. Cyberattack Hurt Iran’s Ability to Target Oil Tankers, Official Say,” New York Times (August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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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분쟁을 시작하거나 보복을 촉발하지 않은 채 이란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데 있다. 미국의 사
이버 활동은 좀처럼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은 비밀공작과 매우 유사하다. 사
이버공작은 여타의 재래식 전투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인 군사
공격이 억지력을 갖는 동일 방식으로 미래 공격을 반드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미국의 입장에
서 고민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이버공작의 책임귀속을 결정하기 어렵고, 어느 쪽도 공개적으로 항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공작은 강점을 증명할 수 있고, 미국이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적대 행위에 대응을 할 것이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과 행정명령이 사이버 공격의 계획과 실행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트럼프 행
정부 하에서 잠재적인 작전에 대해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19)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략을 적에
대해 ‘지속적인 관여(persistent engagement)’로 규정했다. 미국과 다양한 적대 세력의 공작원들
(operative)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디지털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공작은 전쟁의 임계점 아
래에서 머무르도록 조절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정부는 이란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금년 5월과 6월 걸프지역에서 원
유 저장소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했던 삿갓조개 기뢰공격 배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정보를 확보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정보의 일부를 미국의 사이버 공격 하루 전날
공개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 드론의 격추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즉,
승무원이 없는 항공기를 파괴한 이란에 대해 보복하는 방식이다.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된 데이터베이
스는 이란이 공격 대상이 되는 원유 저장소나 장소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었다. 미국의 사이버공작 이후
에 어떤 원유 저장소들도 심각한 비밀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 사이버 공격의 효과가 항상 일시적으
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기대보다 더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이란은 핵심적인 정
보통신 시스템을 수리 중에 있고 사이버 공격으로 손실될 자료를 복구하지 못했다. 또한 데이터를 삭제
하거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사이버공작은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비해 손쉽기 때문에
확전을 방지하면서도 적당한 보복의 효과를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미국의 보복과 응징이 다른 군사보복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결과
를 가져왔는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장 심각한 비판은 데이터 삭제 수준의 사이버 공격
으로 사이버 첩보활동의 중요한 루트를 상실한 손실을 만회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란은 미국의 사
이버 공격으로 자국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미국의 역량을 가늠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재래식 무기와
달리 사이버무기는 불과 몇 차례만 사용될 수 있다. 표적은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되는 취약점
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개방을 차단하기 위해 패치를 마련하게 된다.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공작원들
이 이란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획득했던 정보 접근에 불가피하게 단절되고, 일단은 적은 그런
취약점을 발견하고 수정할 것이다. 첩보수집으로 이용되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접근권 일부 상실은 지불
해야 고비용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접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시스템에 들어가 어떤 것을 삭제했을 때 접근권은 소멸한다. 그렇다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실로 이런
논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사이버공작의 비용과 사이버 공격 전에 정보 상실의
위험은 이같은 전략 선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19) Dakota S. Rudesill, “Trump’s Secret Order on Pulling the Cyber Trigger,” Lawfare (August 29, 2018).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사이버공간의 안보화와 정보기관의 대응 83

Ⅳ. 사이버 안보위협과 정보공동체 조직의 변화
(1) 국가정보장실(ODNI)
국가정보장실은 새로운 위협과 전략적 경쟁이 표출되고 있는 최근의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국가정보전략을 발표했다.20) 국가정보장실이 강조하는 정보활동의 목적으로 사이버 위협정보가
포함되었다. 사이버 위협 정보활동은 국가안보 의사결정, 사이버안보, 광범위한 대응 활동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관여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의 사이버위
협을 탐지하고 이해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정보통신기술이 국가기간시설, 핵심 국가네트워
크, 소비자 기기들과 통합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이 대중 보건, 안전, 번영에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전략 및 전술적 대응을 위해 종합적인 사이버 태세의 일환으로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
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정보장실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과정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 공유,
배포하는 주도 기관이다. 해외에서 비롯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3개 조직의 활동으
로 얻는 것 같다. CIA, 국방부 산하의 국가정보국, 국무부의 정보조사실(I&R)이다. 물론 이외에도 정보
공동체에 속한 13개 조직들도 사이버안보와 전혀 무관하지 않겠지만, 정보활동의 주된 관심과 분야가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위협에 관한 수집이 주된 목표가 아니다.21)
국가정보장실은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해 국내와 국외 및 대응전략과 방식을 마련하도록 정보지
원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정보장실 산하의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Cyber Threat Intelligence and
Integration Center, CTIIC)가 기능을 주도한다. 국가정보장실은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를 통해 정보
지원활동에서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기관으로 책임이 부여되었다. 정보와 관련된 지원 활동은 침해를 받
는 다른 대상이나 대응자들과 함께 위협을 수집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사이버사고와 적대 세력의 외교,
경제, 군사 역량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발
생한 동안에 자산과 위협 대응자들은 필요한 정보 지원과 공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정보실에서
정보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상황적 위협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위협 관련 지표와 위협 분석을 공
유하며, 관련 기관들의 평가와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알린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의 종합적인 시
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장실은 CTIIC를 통해 사이버사고에 대응하는 연방 기관들에게 정보 지원을 제공한다.
PPD-41에 의거해서 사이버 통합공조그룹(Cyber UCG)이 주재하는 심각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 CTIIC
은 정보 지원과 관련 활동을 주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심각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면 이런 활동의
라인을 위해 특별한 책임과 공조 역할은 국토안보부의 국가사이버사고대응계획에서도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있다. 이밖에 정보수집 및 공유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토안보부의 정보분석국(DHS I&A)은 핵심

20)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9). 여기서 정보활동의 방향으로
3개 근본 임무와 4개의 이슈별 임무를 제시했다.
21) 국무부는 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이 있지만 행정부의 다른 정보공동체 일원처럼 사이버 안보위협을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다. 하지만 (그림
3)에서처럼 정보공동체에 속하지 않지만 ‘사이버이슈조정실’은 사이버 이슈에 관한 외교협상을 담당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군이나 CIA
등의 협조를 받겠지만 사이버안보에 대한 일정한 관심과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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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으로부터 정보 요구 사항을 취합하고, NCCIC의 민간 부문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임무
를 맡고 있다. 만약 국토안보부의 국가보호프로그램국(DHS 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이 민간 분야의 요구 사항에 동의한다면 정보를 민간 영역에 제공한다.
정보공동체 안보조정센터(IC-SCC)는 국내 대응에서 정보 공유와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IC-SCC의 임무는 국가정보장실 수석정보관(Chief Information Officer)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정보공
동체 담당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정보공동체 정보환경의 통합된 방어를 관찰하고 감독한다. 정보공동체
사고대응센터(IC-Incident Response Center)의 역할과 책임은 2014년 설치된 IC-SCC 기반에 따라 전
제되었다. 국가정보장은 IC-SCC가 정보공동체의 관련 업무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중앙정부의 다른 기
관들의 지원을 받아 정보공동체의 정보환경을 통합 방어하기 위해 위협과 자산 대응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 국방부의 NSA와 사이버사령부
해외로부터 제기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의 국가사이버전략은 국방부의 국가안보국과
사이버사령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사이버 억지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사이버 억지력은 사이버 공격의 행위자가 공격에 상응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야 성공한다. 결국 보복 역량을 갖추고 공격을 전담하는 사이버안보 조직이
사이버사령부이다. 아래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정보실, CIA과 국무부는 각자 조직에 부여된 임
무와 실행 방식을 분담하여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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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서 이들 조직의 주요 변화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보국의 사
이버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밀접하게 연계하는 포괄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즉, 사이버안보국(Directorate of Cybersecurity)은 2019년 10월 신설되어 출범하면서 사이버 방어
와 공격을 폭넓게 통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폴 나카소네 국장은 2019년 5월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및 국가안보국 국장의 역할을 맡아 취임하면서 수년간 진행되어온 양 조직의 공격과 방어 활동의 통합
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22)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버전략에서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모색해왔
고, 국가안보국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포함하여 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해 사이버공간에서 ‘지속적 관
여(persistent engagement)’의 전략을 채택했다. 2018년부터 사이버사령부의 공격적인 시도와 국가안보
국이 수집한 첩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공세적인 노력은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한 이
후 국내 선거 개입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국가안보국의 사이버안보국은 기존의 ‘정보보장국(information assurance directorate)’를 대체하
고, 활동 범위와 역할을 확장하려고 한다. 정보보장국은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대체로 국가안보국의 다른 신호정보국과는 분리되어 활동했다. 사이버안보국의
신설은 국가안보국과 정보공동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이 확전과 보복을 우려하
여 사이버역량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개입하는데 종종 상당히 꺼려해 왔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효과적
인 방어를 위해 적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입장과 나아가서 잠재적인 해외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광범위
한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는 점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둘째, 국가안보국의 사이버 부서는 통신정보를 주로 다루는 정보조직이다. 국가안보국은 신호
정보 수집의 전담부서로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통신을 수집한다. 이 기관은 미국 국내법의 통제
를 받는다. 따라서 군사 활동과 다른 법률적 임무와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에 반해 사이버사령부는 군
사작전을 수행하는 군 조직으로 다른 권한과 임무가 부여된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수단을 이용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의 잠재적 적대세력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정보공동체의 일원인 국가안보국과 군 조직인 사이버사령부의 협력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이 두 조직의 공조와 협력은 인력, 기술, 수단, 정보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국
가안보국과 사이버사령부의 협력과 공조는 두 조직의 수장을 한 사람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
다. (그림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수장의 겸직은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 심도 있는 공조와 협력이
가능하며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있다. 국가안보국은 통신정보수집 차원에서 인
터넷, 컴퓨터, 개인 기기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공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실무 조직
으로 ‘특수목적접근작전실(TAO)’은 해외에서 국가안보국의 사이버 첩보수집을 전담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된 민감한 정보는 ‘극도통제정보’로 간주되어 철저한 보안과 관리를 받았다.23) 이 조직의 역량을 살
필 수 있는 사건으로 TAO가 개발하고 활용했던 사이버무기들이 절취되었고, 러시아와 북한은 이 무기
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피해를 주었다.

22) Dustin Volz, “NSA Forms Cybersecurity Directorate under More Assertive U.S. Efforts,” Wall Street Journal (July 23, 2019).
23) Scott Shane, Nicole Perlroth and David E. Sanger, "Security Breach and Spilled Secrets Have Shaken the N.S.A. to Its Core," New
York Times (November 12, 2017). 국가안보국의 사이버안보국는 그 이전에 이른바 ‘특수목적접근작전실’(TAO)를 흡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TAO는 해킹조직으로 원하는 정보와 정보원(source)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외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기밀정보 절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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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안보국과 CIA는 해외 활동에서 협력하고 있다. CIA는 정보기관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수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호정보의 주도 기관으로 국가안보국과 인간정보
를 중심으로 다양한 첩보수집 방법을 활용하는 CIA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두고서는 협력하는 경향이 두
드러진다. 사이버안보국은 해외에서 인터넷이나 통신 도청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적인 시
도를 한다. 하지만 폐쇄적인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설이 외부와의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어 있어서 사이버 첩보활동 자체가 어렵다. 국가안보국은 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공작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이럴 경우에 CIA 요원은 국가안보국이 상대방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
설의 근무자를 포섭하여 악성코드를 심는 공작을 담당한다. 국가안보국과 CIA는 합동 조직을 만들어
이런 임무를 수행했다.24) 이 두 조직은 해외의 주미대사관에 요원들이 주재시켜 활동하게 한다.
9/11 테러 이후 CIA는 국가안보국의 신호정보수집을 촉진시키고 향상시키려는 도구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수 백 명의 CIA 요원들은 해외 통신과 컴퓨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컴퓨터
에 침투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CIA의 비밀공작은 전 세계의 새로운 중요한 표적에 NSA의 접근을 지원
하고 있다. 이런 두 조직의 협력은 기존에 상호 경쟁과 반목의 관계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이다. CIA와
국가안보국은 테러 위협으로 각자 정보활동의 성공을 위해 서로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기
관의 협력은 임무의 특성과 범위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국가들에 합동
으로 활동하는 요원이 주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25) 예컨대, 북한은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CIA와 국가안보국이 협력의 수준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국가안보국을 위해
CIA의 인간정보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외국 정부의 통신과 컴퓨터 시스템은 CIA
비밀공작부의 가장 중요한 표적에 포함되었다. 반면에 국가안보국의 신호정보는 CIA의 정보활동이나
공작을 지원했다. CIA는 종종 신뢰할 수 없는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첩보를 국가안보국의 신호정보를
바탕으로 확증할 수 있으며 신호정보가 CIA의 드론 공작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넷째, 전통적으로 국가안보국은 해외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군의 정보기관이었다. 따라서 국내
보안이나 안보 이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안보국 산하에 사이버안보국을 신설하면서 이
런 기존의 관행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있다.26) 신설된 사이버안보국은 국가안보국의 해외 정보활동과 국
내 지원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국내안보 네트워크와 방위산업체(defense industrial base)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목적도 분명히 제시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국가안보국은 사이버 첩보수집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고, 공격자의 정체를 밝히는 책임귀속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다.27) 사이버안보국은 수집된 신호정보를 해외에서 공작이나 작전에 활용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
거나 국내 이슈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려는 것이다. 즉, 적에 대해 ‘확장된
작전(expanded operations)’으로 취합된 신호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 부서는 다른 연
방 정부부서 및 민간 분야와 함께 특정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많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외국의 위협으
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신설된

사이버안보국은

‘정보의

실현화

24) Special Collection Service (SCS)는 CIA와 국가안보국의 두 조직 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해외미국대사관에 주재하면서 사이버공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의 수장은 양 기관에서 번갈아 맡는다고 한다.
25) Mattew M. Aid, "The CIA’s New Black Bag Is Digital," Foreign Policy (July 17, 2013).
26) Ellan Nakashima, “NSA Lauches New Cyber Defense Directorate,” Washington Post (September 30, 2019).
27) Keith B. Alexander and Jamil N. Jaffer, "Ensuring US Dominance in Cyberspace in a World of Significant Peer and Near-Peer
Competition,"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19 (Fall 2018),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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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izing intelligence)’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수집된 정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구
체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3) CIA의 변화와 사이버안보
CIA는 사이버공간의 의미와 정보활동의 영역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1947년 창설 이후
가장 커다란 조직개편이 2010년 중반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사이버공간에
서 첩보수집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디지털혁신국(Directorate of Digital Innovation)을 신설
하였다.28) CIA는 인간정보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전문화된 정보기관이다.
하지만 사이버안보의 비중이 증대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첩보수집과 공작의 필요성도 강화되고 있는 안
보환경에 적극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CIA의 사이버공간에서 역할과 역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사이버공간에서
첩보수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정보요원들
이 해외에서 활용하는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활동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로
국가안보국의 인터넷에서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다른 대외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IA는 공격적 사이버 공작을 군사작전의 위험을 피하는 대안으로 여기고 사이
버사령부 혹은 국가안보국과 협력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는 CIA의 공작활동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및 국가안보국의 사이버 공격역량이
결합하여 적대 세력을 보복 및 응징하였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CIA는 이란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비밀 계획을 세웠다.29) CIA는 확장된 비밀공작을 통해 이란의 방심을 이용하면 미국의
소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란의 대응이나 반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사이버공작은 그
럴듯한 부인이 가능하고 책임귀속을 어렵게 하는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억지 효과를 거두려
고 했다. 이것은 직접적인 충돌이 재래식 전면적으로 확전하지 않은 채 이란을 통제하고 억제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었다. 공격적 사이버전략의 구사는 금년 6월 시도한 사이버 공격과 유사
한 작전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미국은 사우디 원유저장소를 공격했던 이란의 ‘그림자 전쟁(shadow
war)’을 미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30)
미국의 사이버 공격은 페르시아 걸프지역의 원유저장소들에 대한 일련의 공격 배후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란의 정보기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의 작전은 이란의 정보기관이 활용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다. 또 다른 사이버 공격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통제하는 컴퓨터를 제
거하려고 했다. 공격적 사이버전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다른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적용도 가능하다. 사이버 공격의 표적은 지금
과 다른 대상이 될 수 있다. 폭넓은 다양한 방안으로 실행될 추가 사이버 공격은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28) Brian Bannett, "CIA to Create a Digital Spy Division," LA Times (March 6, 2015).
29) Julian E. Barnes, Eric Schmitt and Thomas Gibbons-Neff, “White House is Pressing for Additional Options, Including Cyberattacks, to
Deter Iran,” New York Times (June 23, 2019).
30) Julian E. Barnes, Eric Schmitt and Thomas Gibbons-Neff, “White House is Pressing for Additional Options, Including Cyberattacks, to
Deter Iran,” New York Times (June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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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사용하는 보트를 무력화하려는 은밀한 작전이나 이란 내의 소요를 더욱 촉발시키는 비밀공작 등
이 포함된다. 게다가 미국은 이란의 준군사조직이나 대리 세력들에 포상금을 거는 방안이다. 이는 헤즈
볼라와 다른 이란의 대리자들에 대해 용병 세력이 추격하는 인센티브를 조성할 것이다. 미국의 정보 조
직은 이란 정부에 대항하는 기존의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이란
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란 엘리트들의 지지를 약화하려는 목적으로 당혹스러운 사실이나 의도적인 가짜
정보를 유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란의 노동자들 시
위를 더욱 부추기고 확산시키려는 공작을 펼칠 수 있다.

(4) 국토안보부와 FBI
국토안보부와 FBI는 국내에서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는 연방조직이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을
방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운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국토안보부가 담당하고, 사이버 공격의 행
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FBI에 맡겨놓았다. FBI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국가사이버수사합동대책단(National Cyber Investigative Joint Task Force, NCIJTF)을 설치해 놓았다.
심각한 악의적 사이버활동이 최소한 국가 행위자의 가능성이 포함되거나 다른 국가안보와 연계되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법무부는 FBI와 국가사이버수사합동대책단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의 주도기관이
된다. 사이버 위협의 대응 활동은 법집행과 국방 공동체의 전체로부터 많은 재원과 역량을 아우르고 있
다.31) 사이버사고가 발생한 동안 위협 대응 활동은 ① 수사, 법과학, 분석 그리고 경감 활동, ② 위협
행위자 기소, ③ 정보공유와 자산 대응 활동과 운용의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개지목을 포함한다.
또한 위협 대응 활동은 영향을 받는 대상의 적절한 법집행과 국가안보 수사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된 사고들의 연계성을 찾으며, 추가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다. 이미 기술했듯이, 위협 대응자들과 자산 대응자들은 사고에 대응하는 동안에 대응자들의 활동을 촉
진시키려는 노력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조한다. 지방(SLTT) 공동체와 민간 부문은 위협 대응 활
동을 담당하는 법집행 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대 사이버사고가 기관의 임무와 책임
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국 혹은 외국의 대리자가 수행한 활동으로 의혹이 있을 때, 방첩 기능이 있는
DHS, DOJ, DoD, 에너지부, 정보공동체의 일원들처럼 연방 기관들은 실질적인 위협 대응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안보위협에 모두 대처하기 위해 연방 법집행 기관들은 전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국제 협약 그리고 민간 부문의 대상이 함께 협력한다. FBI, 미국 비밀경호처, 미국 이민세관
국 국토안보조사실(ICE-HSI)처럼 연방 법집행기관들은 수사관할을 포함한 범죄 활동과 연관된 위협 대
응 활동을 전개하고 시설 방어와 공격자 색출에 공조한다. PPD-41에 의거해서 사이버통합공조그룹이
주재하는 중대한 사이버사고의 경우 법무부는 FBI와 NCIJTF(국가사이버수사통합대책단)을 통해 위협
대응 활동의 연방 주도기관으로 기능한다.32) 악의적인 사이버활동이 발생한 동한 이런 활동의 라인을
위해 특별한 책임과 공조 역할은 중앙정부의 관련 사고의 긴급 대응계획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3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ional Cyber Incident Response Plan (December 2016).
32)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41: U.S. Cyber Incident Coordination (July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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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위협에서 자산 대응(asset response)의 역할은 국토안보부의 ‘국가사이버안보 및 정
보통신통합센터(NCCIC)’가 주도한다. 국토안보부는 국가사이버안보 및 정보통신통합센터를 통해 네트
워크 시스템, 인터넷, 컴퓨터, 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하게 복원하여 정상 운영하는 주
된 임무를 맡는다. 시설 보호기관과 위협자의 정체를 밝히는 기관들은 사이버사고를 처리할 때 일정한
활동을 공조하고 책임을 공유한다. 자산 대응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다양하고, 이는 협력적 노
력과 공유된 책임을 바탕으로 기관들의 통일성이 사이버사고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심각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산 대응은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연방의 전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많은 재원과 역량을 아우른다. 사이버사고에 대응하면서 미국은 국내와 해외 파트너 모두
와 함께 작업한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민간 부문과 정부 대상을 포함해서 평가, 완화, 복구, 복원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파트너 모두와 함께 작업한다. 사이버 안보위협이 발생하면 이런 활동의
라인을 위해 특별한 책임과 공조 역할은 대통령지침의 ‘중대 사이버사고 발생 시 활동 공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예산관리청과 2014년 연방정보보안 현대화법은 연방 부처와 기관들에게 의회, 국
토안보부, 예산관리청에 연례로 주요 사이버사고를 보고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수일 내에 보고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US-CERT(미국 사이버긴급대응팀)를 통해 신뢰성, 무결성 혹은
가용성에 확실한 여파가 있는 연방정부의 정보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 기관의 최고 컴퓨터보안사고대응
팀(CSIRT), 보안작전센터(Security Operations Center) 혹은 정보기술 부처에 의해 긍정적으로 판별되
고 1시간 이내에 모든 컴퓨터보안 사고를 통보받게 된다.

Ⅴ. 결론
사이버 안보위협은 사이버전과 같은 국가 간 심각한 충돌로 비화되거나 발전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사이버공간에서 비롯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확산되고 있고, 기존의 사이버전략은 재
래식 군사안보처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제각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
력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규범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양자 혹은 다자간 사이버안보 협력체를 모색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의 최근 사례들은 사이버전략이나 대응조직 체계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사이버무기를 활용한 회색지대 작전은 공개적안 군사 충돌을 촉발하는 임계점에 미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만, 전쟁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특정 유형의 사이버공작은 다른 사이버
공작에 비해 수월하다. 분명한 점은 회색지대의 사이버 강압전략에 대해 군사보복이 용인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정보기관은 이런 사이버 안보위협의 특이성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안보조직이다. 사이버안보
에서 정보의 중요성이나 정보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첩보수집과 대응활동은 국내 사
이버공간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해외의 적대세력을 억제하는데도 핵심적인 전략의 기초이다. 인
터넷 이용자 확대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가기간시설에 정부활동의 의존도가 증대하면서 사이버공간에
서 통신정보수집의 중요성이 비례하여 증대한 것이다. 이는 적대 세력의 계획과 의도를 파악하고 선제

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이버 보복공격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또한 공격적 사이버전략
은 군사작전이나 외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미국의 사이버전략은 적대세력의 안보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을 추구하고, 저강도 공격에 대해 사이버무기를 이용한 응징과 보복을 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격적 사이버전략이 공개적으로 적극 수용되었고, 사이버 대응의
권한도 대통령이 아닌 사이버사령관의 권한으로 위임되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을 전담한 조직의
규모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공개했다. 국가안보국은 금년 말 사이버안보를 전담하는 조직
을 신설하였고, 주요 임무에는 대외 대응 차원에 머물지 않고 민간 분야의 사이버 방어에 적극 지원하
고 협력하는 것이다. CIA는 이보다는 훨씬 앞서 사이버 첩보활동을 전담할 디지털혁신국을 신설했다.
결국 CIA와 국가안보국은 해외에서 사이버 첩보활동을 위해 과거와 달리 적극 협력하고 있고, 이는 사
이버사령부가 공격적인 사이버전략을 추진하는 필요한 정보와 해킹 기술을 기여하는 구조이다. 미국의
사례는 사이버안보를 위해 전통적인 국가안보 조직들의 공조가 크게 강화되고 있고, 이들 조직이 국내
사이버보안과 복구까지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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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사이버전 역량과 전략
Russia's Cyber Warfare Capabilities and Strategies

김소정ㆍ양정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초

록】

한반도 주요 4강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정책과 위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으로
사이버 역량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격 경험 및 사이버공간 활용 역량이 풍부하
고, 사이버안보 관련 법·정책·전략 수립을 통한 대내적 사이버안보 기반이 견고한 국가이다. 또한 UN
GGE, SCO, CIS, CSTO 등 다양한 양자·다자 플랫폼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한
편 2019년 11월 사이버범죄에 관한 결의안 통과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사이버에 관한 국제규범
확립 및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국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대
응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러시아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기관의 역할, 권한, 역량이 가장 두드러진 국
가 중 하나로,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이 러시아 사이버안보에 관한 실무 컨트롤타워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정보국(SVR), 연방경호국(FSO)과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이 사이버안
보에 관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사이버전 역량과 전략을 정보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이버안보 역량 평가
현황, 사이버공격 사례를 통한 대외적 사이버공격 역량과 전략,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안보 정책에 따른
대내적 사이버안보 역량과 전략, 국제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제규범 전개활동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기관인 FSB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러시아 사이버 역량의 대외적, 대내적,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역량 확대 가능성 및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주제어 : 러시아, 사이버안보, 사이버 역량, 사이버안보 전략, 연방보안국(FSB)

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서 확장된 사이버공간은 국가의 안보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각국의
안보역량 판단 시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전 역량 평가는 국가의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한반도 주요 4강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정책과 위협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국이자 국가정책을 실행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하는 수단으로 사이버공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다양한 사이버 역량 평가 지표들에서 높은 사이버역량을 갖춘 국
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이버공격 실행 경험이 많고 사이버안보 관련 법·정책·전략 수립 및 이러한 정
책의 실행에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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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00년 러시아 정보안보독트린을 발표하였는데,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전략을 발표
한 국가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관련 문건을 채택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이후 러시아 최상위 안보정책
이자 국가 전반적인 안보정책방향을 설정한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개념’, ‘외교정책개념’, ‘군사독트
린’은 지속적으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3년 국제정보안보정책을 발표하고 2016년
정보안보독트린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정보사회 발전전략
2017-2030’ 및 ‘Runet 2020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이버강국으로 거듭나고 국가주도적인
사이버공간을 재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국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역량과 대응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러시아는 사이버안보에 관
한 정보기관의 역할, 권한, 역량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사이버안보는
2003년까지 SIGINT 기관인 연방통신정보국(FAPSI)1)가 책임졌으나, FAPSI 해체 후 관련 기능이 이관
되어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이하 FSB)2)이 사이버안보 실무 컨트롤타워 겸 실무 총괄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해외정보국(SVR)3), 연방경호국(FSO)4)과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5) 등도 관련한 주요
역할을 맡는다. FSB의 관리 하에 각 연방기관들은 관련 임무를 위임받아 규율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국가적 중점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러시아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정보사회 발전전략 2017-2030 및
Runet 2020 프로그램 등에서도 총괄 책임기관이 디지털통신매스컴부가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컨
트롤타워 역할을 연방보안국(FSB)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사이버전 역량과 전략을 정보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이버안보 역
량 평가 현황, 사이버공격 사례를 통한 대외적 사이버공격 역량과 전략,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안보 정책
에 따른 대내적 사이버안보 역량과 전략, 국제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제규
범 전개활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기관인 FSB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러시아 사이버 역량의 대외
적, 대내적,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역량 확대 가능성 및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1) Federal Agency of Government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이하 FAPSI, 러시아어: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Связи и Информации, ФАПСИ
2) 연방보안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 ФСБ): 러시아 안보기관이자 정보기관. 고유 임무는 개
인, 사회, 국가의 안전보장, 대테러, 범죄퇴치, 정찰, 국경수호, 정보보안이 이에 해당함. 또한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기밀정보보호를 수
행함
3) 해외정보국(Слу́жба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СВР): 국가 핵심 이익 보호를 위한 국외 사이버보안 활동을 수행함.
해외 소재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및 통신시스템 구축을 담당함
4) 연방경호국(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охраны, ФСО): 대통령, 정부기관 관련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통
령 및 정부기관의 통신 및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함
5) 정찰총국(Главное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ГРУ): 군사정보 활동, 비밀공작활동을 포
함한 국가적으로 주요한 공세적 방어 임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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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시아의 사이버전 역량 평가 현황
(1) 개요
기관들은 국가의 사이버안보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을 위한 목적으로 각 국가의 사이버안보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 사이버안보 역량 평가는 단순하
고 직관적인 순위자료가 아닌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
한다.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는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평가와 조직의 사이버보안 역량 성숙도 모델
로 분류가 가능하며, 각 평가마다 다른 특징을 갖지만 대체적으로 대상 국가를 설정하고 비교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순위 및 점수를 매겨 평가를 실시한다6).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비교적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는 주요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
자료로는 ‘美 헤리티지 재단의 군사력 지수’, ‘ITU 세계 사이버 지수(ITU Global Cybersecurity Index)’,
美 Technolytics社의 군 사이버역량 평가(2011년), 러시아 Zecurion Analytics社의 사이버전 준비도 평
가(2017년), ‘BSA 유럽 사이버보안 대쉬보드(BSA, EU Cybersecurity Dashboard)7)’, ‘ASPI 아태지역 사
이버 성숙도(ASPI, Cyber Maturity in the Asia Pacific Region)8)’, 옥스퍼스대 사이버보안 역량 성숙도
모델(Univ. of Oxford, Cybersecurity Capability Maturity Model(CMM))9) 등이 있다.10) 이하에서는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역량에 대한 美 헤리티지 재단의 군사력 지수, ITU의 세계 사이버보안 지수, 미국
Technolytics社의 군 사이버역량 평가, 러시아 Zecurion Analytics社의 사이버전 준비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역량에 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러시아 사이버 역량 평가
가. 美 헤리티지 재단의 군사력 지수11)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2015년부터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을 위협국가로 특정하여 이들에 대
한 군사력 현황을 분석하고 미군에 어느 정도의 위협수준을 갖는지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사
이버 영역과 관련하여 특정 위협국가별 사이버위협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
협국가의 위협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사이버 역량’을 반영하였다. 헤리티지 재단은 위협국의 위
협수준을 크게 국가의 행위(behavior)와 역량(capability)으로 분류하여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러시아의 경우 공격적(aggressive)이고 가공할만한 수준의(formidable)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이버 역량 측면에서 러시아는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력을 국가의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핵심도구
로 활용하고, 정치적인 목적, 더 나아가 국가 주요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6) 양정윤, 박상돈, 김소정(2018), pp. 137.
7) BSA, “EU Cybersecurity Dashboard,” 2015
8) ASPI, “Cyber Maturity in th Asia-Pacific Region 2017,” 2017.
9) Global Cyber Security Capacity Centre, Univ. of Oxford, “Cybersecurity Capacity Maturiey Model for Nations (CMM),”https://www.sbs.
ox.ac.uk/cybersecurity-capacity/system/files/CMM%20revised%20edition_09022017_1.pdf
10) 사이버안보 역량평가 항목개발을 위한 주요 선행연구의 항목비교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 참고.
배선하, 박상돈, 김소정,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5.10.
11) The Heritage foundation, “2015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Fe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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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ITU의 세계 사이버보안 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12)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ICT 사용에 따른 신뢰구축 및 보안에 대한 ITU의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사이버보안 세계 사이버보안 지수(이하 GCI)를 발표하고 있다.
GCI는 아프리카, 미주, 아랍국가, 아태지역, 독립국가연합, 유럽지역 193개 ITU 회원국을 대상으로 5개
분야(법제도, 조직, 국제협력, 기술, 역량구축) 25개 지표, 157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는
2017년 수행한 GCI 평가결과에서 0.788점으로 10위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 정보안보독트린 확립,
2013년 국제정보안보정책 채택 등 국가 전략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사
례로 평가되었다.

다. 美 Technolytics社의 군 사이버역량 평가(2011년)13)
Technolytics는 2009년부터 사이버무기 및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160여개 국가의 군 사이버 역
량을 크게 ① 사이버공격 경험, ② 공격 역량 등급, ③ 정보수집 경험 분야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종합
역량 등급(최고 5점)을 평가하였다. 2011년 수행한 평가결과, 러시아는 공격 경험에서 4.4점, 공격 역량
에서 3.0점, 정보수집 경험에서 3.2점으로 종합역량 3.5점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

라. 러시아 Zecurion Analytics社의 사이버전 준비도 평가(2017년)14)
러시아 보안기업 Zecurion Analytics는 전 세계 주요국가들의 사이버 전투 준비도를 크게 ①
국방예산, ② 사이버군(해커) 인원 수, ③ 근미래의 잠재력에 기반하여 평가하였다. 지수 도출을 위한
분석은 전 세계 여러 전문가 및 공직자, 국제기구 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나, 구체
적인 산출방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 러시아는 전체 5위를 차지하였는데, 각 분야별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연간 국방예산 300만달러, 사이버군 인원 수 1,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미래 잠재력과 전체 사이버 군사력 지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3) 소결
러시아는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에서 비교적 상위 순위에 랭크되어, 높은 사이버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격역량이 방어역량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RBN(Russia
Business Network)과 같은 비정부 및 범죄적 핵티비스트 및 애국적 해커집단의 활동 또한 국가 사이버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사이버공격 경험 및 정보수집 측면에서 전 세계 3위로 높
이 평가되고 있는바 공격적 사이버역량이 뛰어나고, 대내 정책 발전 측면에서도 사이버안보 법, 정책,
전략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러한 러시아의 사이버역량은 물리적 군사력 열세를 극복
12) ITU, “Global Cybersecurity Index(GCI) 2017,” 2017.
13) Kevin Coleman, “Cyber Commander’s eHand-book version 2.0” Technolytics, 2011.
14) Zecurion Analytics, “Cyber War 2017: Balance of Forces in the Worl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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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15). 러시아의 국방비
는 2018년 기준 전 세계 4위(약 631억 달러)로 미국(약 6433억 달러)에 비해 10배 이상 낮으며16), 이
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략무기 노후화에 따라 실제 국방력은 더욱 낮
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주요 위협대상국인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열세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적 목표인 강대국 지위의 회복을 위해서 육, 해, 공, 우주 외에 비대칭전력인 사이버 역량
강화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대외 사이버 공격 역량과 전략 : 사이버공격 사례를 중심으로
(1) 구소련 및 CIS 국가 대상 공격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사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기술력 및 공격능력, 공격
기술의 다양성과 공격양상의 다변화 등이 매우 뛰어나며, 러시아의 다양한 사이버공격 경험은 러시아의
사이버공격 및 사이버공간 활용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정치적 목
적 달성을 위한 사이버공격을 주로 수행하며, 이러한 사이버공격은 허위정보유포 등을 통한 민주주의
과정 개입 및 신뢰성 저하, 주요기반시설공격, 물리전과 사이버전을 동시에 실행하는 하이브리드전 양상
으로의 전쟁 방식 변화까지 다양하게 분석된다. 또한 사이버첩보활동, 기밀정보탈취, 경제적 목적의 사
이버공격 등 국가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이버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대
표적인 러시아 발 사이버공격 사례(구소련 및 CIS 국가 대상 공격, 美 대선 러시아 개입사건, 유엔화학
무기금지기구 해킹사건)를 통해 러시아의 대외 사이버 역량과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
으로 소련이 차지해왔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 러시아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의 공화국들은 러시
아의 종속에서 탈피하고자 하였고, 심지어 발트 3국은 CIS 가입을 거부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유라시
아 지역에서 발생한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각축에서 기존의 지역적 패권을 탈환하고자하는 러시아주도의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17)’이 발생하게 되고, 구소련 및 CIS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러시아
發 사이버공격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구소련 국가 대상 공격으로 에스토니아 DDoS공격(2007년)은 에스토니아가 수도 탈린에 위치
한 소련군 동상과 묘지를 탈린 중심에서 외곽의 군 묘지로 이전시키자 대규모의 DDoS공격이 발생한
사건이다. 2007년 4월 27일에서 5월 10일까지 발생한 에스토니아 의회, 정부기관, 금융기관, 방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국가 주요 기관이 마비되었다. 피해규모는 약 100만대의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피해 시설이 약 3주 동안 다운되었으며, 2개월간
15) 유영준, ‘러시아에 해킹은 경제, 국방 열세 보완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 연합뉴스, 2017.3.31.
16) Taylor & Francis Group, “The Military Balance“ 2019, p.21.
17)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세력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지역 질서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각으로, 특히 러시아가 소련붕괴 이후 포스
트소비에트 공간, 특히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총성없는 전쟁을 일컬음(신범식,
『신거대게임으로 본 유라시아 지역질서의 변동과 전망』, 슬라브학보, 제23권 2호 (2008. 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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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업무가 마비되었고 피해액이 7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국가적 혼란이 발생되었다18). 사
이버공격의 주 발신지 IP주소가 러시아 정부기관으로 밝혀져,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직접적
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증거 색출에는 실패하고 러시아정부 공격 사실을 부인하였다. 에스
토니아는 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에 따른 수사지원 요청을 러시아가 거
부함에 따라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 DDoS 공격에 대한 러시아 정부 개입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
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동 사건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위해성을 최초로 보
여준 사건으로 기록된다.
CIS 국가 대상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2015년)는 2015년 12월 23일, 우크라이나 이바
노프란키우시트주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약 8만 가구에 전력 공급 중단된 사건이다. 우크라
이나 에너지부는 지방 전력공급회사에 ‘블랙에너지(BlackEnergy)’라는 악성코드 활용한 사이버테러가 발
생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발표했다. 공격은 전력회사 직원이 이메일(스피어피싱)로 발
송된 악성코드가 담긴 MS Office 문서파일을 열람하여 내부망에 설치된 산업제어시스템(ICS) 관리시스
템이 원격종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19).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과 美 국토안보부
(DHS)는 공격의 배후가 러시아라고 발표하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였다. 동 사건은 사이버공격으로 발
전시설이 정지된 최초의 사건으로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실제 대규모 정전사태(Blackout) 및 물리적 피
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지아 사이버공격(2008년)은 2008년 8월 남오세티아 전쟁(러시아-조지아) 중 러시아범죄조직
(Russia Business Network)이 조지아 대통령 홈페이지, 의회, 국방부, 외교부, 조지아 소재 미국 웹사이
트 약 54개 대상 DDoS공격을 감행하여 국가행정을 마비시킨 사건이다20). 러시아는 전쟁기간동안 전자
전을 동시에 실행하여 물리전을 지원하는 형식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수행하였다. 동 사건
은 물리전과 사이버전이 동시에 수행된 첫 사례로 사이버공간을 물리공간과 동일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2) 美 대선 러시아 개입사건21)
美 대선 러시아 개입사건(2016년)은 2016년 美 대선에 러시아가 민주당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이해 DNC) 서버를 해킹하여 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영향력 행사한 사건이다22).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여름 러시아 정보기관원으로 추정되
는 공격자가 미 정부 및 정치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 1,000여건의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데에서 비롯되었다23). WikiLeaks가 DNC와 관련된 20,000여개의 이메일과 8,000여개의 파일을 유포한
18) Ryan C. Maness, Brandon Valeriano, 『Russia’s Coercive Diplomacy: Energy, Cyber, and Maritime Policy as New Sources of
Power』, Palgrave macmillan, 2015.
19)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Russia’s cyber weapons hit Ukraine : How to declare war without declaring war,” 12 March
2014.
2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Georgia, “Russian Invasion of Georgia : Russian Cyberwar on Georgia”, 10 Nov. 2008.
2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미국 대선 러시아 개입 사건 분석,” NSR Brief 5월호, 2017.5.
22) 양정윤, 김규동, 김소정, “Implications o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of the Strategic Use of Cyber Capabilities of Foreign
Governments,” 『Crisisonomy』 제13권 제11호(2017), pp.105-118.
23) Strohm, Chris. 2016. Russia ‘Grizzly Steppe’ Hacking Started Simply, U.S. Says.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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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건은 본격적으로 점화되었고, CrowdStrike, Fidelis, Mandiant, SecureWorks, ThreatConnect
등 미국의 보안업체들은 WikiLeaks의 이메일 유포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관련되었다고 발표한다24).
WikiLeaks, DC Leaks, Guccifer 2.0 등은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비밀문서들을 공개하게
되고 버니 샌더스 후보와 힐러리 후보의 민주당 경선이 힐러리 후보쪽에 편파적이었다는 내용이 공개되
는 등 민주당 내부에도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2016년 10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러 핫라인(red
phone)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 대선 해킹에 대해 경고하게 된다. 이후 2016년 11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
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미국은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정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정보활동의 본거지로 추측되는 주미 러시아 시설 2
개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리는 등 수개의 법안과 행정명령을 공포하고 정보기관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다25).
미 정보기관과 보안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킹 주체는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이하 FSB)과 정보총국(Main Intelligence Directorate, 이하 GRU)와 연계된 러시아 민간부문 및 군 정
보기관(Russian civilian and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s, 이하 RIS)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웹사이트
취약성, 서버 취약성을 이용하여 DNC 서버를 해킹하고 해킹된 자료를 유포하거나 소셜미디어 및 웹사
이트 등을 통해 건강이상설 등 힐러리 후보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힐러리 후보를 폄훼하였다. 또한
러시아 국영 뉴스 RT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트럼프를 선전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고 알려진다26).

(3) 유엔화학무기금지기구 해킹사건
국가시설을 이용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해킹 시도이자 정치적 목적으로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유엔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이하 OPCW) 사이버
공격(2018년)이 있다. 2018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의 OPCW를 해킹하려는 러시아 GRU 소속 정
보요원 4명이 네덜란드 정보당국(AVID)에 발각되어 러시아로 강제 추방되었다. OPCW는 당시 영국에
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이중스파이 독살시도 사건(2018.3) 및 시리아 두마(Douma)지역 화학무기 사건
(2018.4)을 조사 중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OPCW 해킹 사건의 경우 해킹 피의자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영국 정보당국이 이들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네덜란드에 입국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가, 와이파이 신호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OPCW 건물에 근접하게 접근하자 네덜란드 측에 경고를 전달하고, 네덜란드 정보국 요
원이 해킹 범죄 현장을 급습함으로써 이례적으로 해킹 공격의 피의자에 대한 책임귀속이 가능하게 된
사건이다. 러시아는 동 사건에 대한 개입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EU는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러시
아의 해킹시도를 비난하였으며, 동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27).

24) Alperovitch, Dmitri. 2016. Bears in the Midst: Intrusion into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Crowdstrike Blog.
25) DNI, “Assessing Russian Activities and Intentions in Recent US Elections(2017. 1. 6.)”
26) 양정윤, 김규동, 김소정(2017), pp.105-118.
27) Luke Harding, “How Russian spies bungles cyber-attack on weapons watchdog,” The Guardian, 4 O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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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이버공격 사건들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현재에도 다양한
사이버공격 역량을 활용하거나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은 국가의 전략적 이
익 달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이버공격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사이버공격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거대게임 실현을 위한 정치
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에스토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에 공격했으며, 특히 이들의 공격은 타 공격의
전초전 성격을 지니거나, 혹은 지속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미국 대선
과정 개입을 통해 안보전략적 이익달성을 위한 국내개입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공격은 미국, 유럽, 인도,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국가 및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사이버공격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함으로서 정치적인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 러시아가 국가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의 특징에는
사이버공격에 RBN과 같은 범죄조직이나 민간집단을 활용하는 것에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외에도, 공격자 추적 시 이들의 행위가 발각되어도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함
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발 사이버공격의 배후에 정보
기관이 개입되어 있음을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 대응 조치가 조사보고서
발표, 입법적 대응, 공동성명 발표, 경제적 제재, 외교적 조치 등으로 한정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은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그림-1> 러시아 정보기관과 사이버공격 수행기관 연계도

※ 출처: Estonian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International Security and Estoni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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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내 사이버안보 역량과 전략
(1) 러시아 사이버안보 정책 개요
초대통령제(super-presidentialism)28)로 불릴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러시아는 국가 전체
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전략) 문건을 대통령령 및 대통령명령으로 공포하고, 추후 정책 방향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러시아는 2000년 ‘정보안보독트린(Доктри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
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발표를 기점으로 국가주권 및 국가안보
중심의 다양한 사이버보안 정책, 전략, 법률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0년 3월 푸틴 대통령 취임
과 함께 러시아는 ‘강한 국가(strong state)’ 재건을 목표로 사이버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
적으로 ‘공세적 방어’를 전략 기조로 하여 안보전략을 추진한다. 2016년 12월에는 2000년 정보안보독트
린을 최초로 개정한 新 정보안보독트린29)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5년 12월 발표한 러시아 국가안보
전략(대통령령 683호)의 후속 문건으로 국가안보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사이버안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
다. 사이버안보에 관한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문건인 대통령령 646호 러시아 정보안보독트린은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정책 표명을 위해 발표한 문건으로 사이버안보의
국가이익, 주요정보위협, 사이버안보의 전략목표 및 주요방향을 명시한다. 역대 러시아 정부가 채택한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안보전략 문건은 채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30).

<표-1> 역대 러시아 정부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안보전략 문건 채택 현황

정보안보정책
국가안보전략
외교정책개념
군사독트린
국제정보안보정책
국가안보개념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푸틴

(1991-1999)
1997년
1993년
1993년

(2000-2008)
2000년
2000년
2000년
2000년

(2008-2011)
2009년
2008년
2010년

(2012-현재)
2016년
2015년
2013년, 2016년
2014년
2013년

1997년

2000년*

현재 러시아 사이버안보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러시아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31)’,
‘정보사회 발전전략 2017-203032)’, ‘Runet 2020’이 있다. 러시아연방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은 러시아
28) 러시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대부분의 정치과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통령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조정 역할까지 담당(이홍섭, 2001)
29) Доктри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대통령령
646, 2016. 12. 5
3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기반연구실, 러시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연구, 2019. p.3.
31) Программа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2)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
ации на 2017 - 2030 го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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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 전송, 처리, 저장에 관한 안전하고 견고한 기반시설 구축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러시아 국
민, 기업, 국가 이익 보호하며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 발전을 위해 2024년을 목
표로 추진되고 있다. 총 6개의 프로그램(① 정보환경 규범 발전, ② 정보 인프라 발전, ③ 정보인력 확
충, ④ 정보보안 강화, ⑤ 정보기술 발, ⑥ 전전자정부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기관은 디지털발
전통신매스컴부로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기본사항과 세부 이행과제 승인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다. 정
보보안 강화 프로그램은 정보의 전송, 처리, 저장에 관한 안전을 보장함으로서 국민, 기업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총 4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52개 이행과제로 구성
된다.
러시아는 대륙법계 국가로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짐과 동시에 연방 국가의 법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법원은 크게 헌법, 연방의 헌법적 법률, 국제조약, 연방법률, 대통령령(указ)
과 대통령명령(распоряжение) 및 기타법원에 해당하는 연방행정기관의 규범성 문건, 법원의
판결, 소비에트 법규정 등이 있다33). 사이버안보 법률 관련, 러시아는 독자적인 사이버안보법이 없으며,
‘정보·정보기술·정보보안에 관한 법(149-FZ, 276-FZ, 241-FZ)’,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법(187-FZ)’ 및
다양한 대통령령과 대통령명령 등에서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주요
법제도는 연방법률인 형법, 정보·정보기술·정보보안에 관한 법, 주요정보기반시설보호법과 대통령령인 러
시아 정보자원 대상 사이버공격 탐지·경보·복구 국가체계 발전이 있다.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기관의 역할은 연방보안국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йслужбе безопасности", N 40-ФЗ, 1995. 4. 3)34)상 연방보
안국의 역할, 활동, 책임, 권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FSB는 러시아 안보기관으로 임무는 개인, 사회,
국가의 안전보장이 주요 역할로 정하여져 있다(제1조). 사이버안보 관련 FSB의 활동은 대테러, 범죄퇴
치, 정찰, 국경수호, 정보보안(제8조)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방첩활동의 일환으로 국가 기밀정보보호 수
행(제9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FSB의 책임 중 연방기관의 안전 수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 연방 정부통신・정보기관 소속 부대, 정부통신・정보 관련 연방조직에 대한 안전보장을 수
행한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 및 실현하여야 하여 국가기관, 군사조직, 기
업 등이 보유한 국가기밀 정보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감독을 실시하며 해외정보국과 협력하여 국외 소
재한 러시아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무선전자통신기기의 전파 데이터 및 전자파 방출을 관리하고, 러
시아 영토 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무선 전자통신기기의 전파방출, 불법적 목적의 무선 전자통신기기
의 전파방출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2조).
FBS의 권한에는 암호관리를 수행하고 국가기관, 기업 등의 암호부서에서 암호화 된 정보를 취
급함에 있어 기밀 준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제13조), FSB의 사이버안보 관련
임무 중 우편, 전자회로・기밀・위성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
시아연방의 자연인 및 법인은 FSB의 요구에 따라 추가 설비 및 프로그램 수단을 기관 내 장비에 포함
시키고, FSB의 수사・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과 정보시스템, 통신시스템, 데이터
전달시스템, 암호보안장비를 포함한 정보보호수단을 개발, 제작,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FSB는

33) Library of Congress, “Legal Research Guide: Russia.” https://www.loc.gov/law/help/legal-research-guide/russia.php#introduction
34) 1995년 제정,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11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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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에 명시된 기관 고유의 임무에 의거하여 사이버안보에 관한 활동, 임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기관이 가진 고유의 권한을 활용해 강력한 역량을 행사하고 있다.
형법(Уголовное право)에서는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컴퓨터 정보 또는 시스템
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경,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오·남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정보·정보기술·정보보
안에 관한 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он
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и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149-Ф3)은 러시아의 정보사회
구축 및 국가 정보보호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정보보호에 관하여 정보보호의 목적, 정보보호의 구체
적인 범위, 정보보호 분야에서 주체의 권리와 의무, 정보화 과정과 정보화 영역에서 주체의 권리보호,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호와 정보법의 효력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35). 동법은 2014년 개정을 통해 일 방
문자수 기준 3000명 이상의 블로거에게 해당 블로그를 통신·IT·언론감독국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부과
하여 러시아의 정보검열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요정보기반시설보호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к
ритическ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
ой Федерации", N 187-ФЗ)은 컴퓨터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주요정보기반시설의 안정된 운
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동법은 2016년 12월 발의되어 2017년 대통령 서명을 통해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법률은 주요정보기반시설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2조) 주요정보기반시
설 안전보장 원칙(제4조)을 정한다. 러시아 정보 자원에 대한 컴퓨터 공격을 탐지, 예방, 제거하고 컴퓨
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정보 자원에 대한 컴퓨터 공격 탐지, 예방, 제거를 위한 국
가체계(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обнаружения, предупрежд
ения и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компьютерных атак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ресурс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5조)를 운영
하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한다. 러시아 정보 자원에 대한 컴퓨터 공격 탐지, 예방, 제거를 위한 국
가체계를 통해 러시아 영토 및 외교공관(外交公館)의 정보 시스템, 정보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상
위치한 러시아 정보자원에 대해 컴퓨터 공격 탐지, 예방, 제거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자원보호를 위한 암호 기술을 개발하며 ‘컴퓨터 사고 국가조정센터(Национальный ко
орди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 компьютерным инцидентам)’를 운영
하여 러시아 정보 자원에 대한 컴퓨터 공격 탐지, 예방, 제거를 위한 국가시스템 활동 지원하게 된다.
동법을 통해 주요정보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 전체적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주요정보기반
시설에 관한 FSB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세부적으로 주요정보기반시설 주요 구성요소 안전성 보증을 목
적으로 하는 연방행정기관의 주요정보기반시설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주요정보기반시설에 관한 연방행
정기관 통제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주요정보기반시설 보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러시아 정보 자원에
대한 컴퓨터 공격 탐지, 예방, 제거를 위한 국가체계를 FSB 관리 하에 두어, FSB의 정보 자원 관리 역
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보 자원에 대한 컴퓨터 공격 탐지, 예방, 제거를 위한 국가체계와 후술
하는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정보공유체계인 ‘사이버공격 탐지·경보·복구 국가체계(ГосСОПКА)36)’를
35) 선봉희, 『러시아 미디어 정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4), pp.80-82.
36) 사이버공격 탐지・경보・복구 국가체계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обнаружения, предупр
еждения и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компьютерных атак, ГосСОПК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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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예측된다. 대통령령인 러시아 정보자원 대상 사이버공격 탐지·경보·복구 국가
체계는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주관 기관을 정하고 사이버위협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한 법제도
이다. 사이버공격 대응에 관한 FSB의 역할을 확립하였으며 FSB 산하에 ‘국가 사이버 범죄 조정 본부’가
설치하어 국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37)하고 러시아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탐지,
경보, 복구할 것을 정한다. FSB가 ‘사이버공격 탐지·경보·복구 국가체계’를 운영할 것을 정한다. 관련
된 문건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러시아 정보자원 대상 사이버공격 탐지・경보・복구 국가체계 발전에 대한 대통령 승인 (대통령 승인 1274호, 2014. 12)’을 근거로
하여 구축. 러시아 주요정보기반시설 및 정보자원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 체계로 FSB가 운영.
37) 김상배 외 (2017), p. 24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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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러시아 전략ㆍ정책 문서간 관계도38)
3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기반연구실, 러시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연구, 2019. p.14.

108 한국국가정보학회 2019 연례학술회의

(2) 러시아 사이버안보 정책 정책집행 체계39)
러시아의 사이버안보는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2003년 이전에는 신호정보기관인 연방
통신정보국(FAPSI)이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안보 관할 기관이었다. FAPSI는 1991년 소련 및 KGB의 해
체에 따라 정보통신기능이 독립, 이관되어 생성된 기관으로,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정부통신 보안, 암
호화 통신, 기술 보안, 정보 수집, 상급기관 정보제공이 주요 임무였다. 2003년 FAPSI가 해체되며 사이
버안보 관련 기능이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국(SVR), 연방경호국(FSO)으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FSB
가 러시아 사이버안보의 주요 수행주체이고, 각 정부부처 내 사이버안보 담당 부서에서 관련 사안을 규
율하고 있다.
연방보안국(FSB)의 기본 임무는 국내외 첩보 수집 및 방첩이다. 사이버안보에 관하여 공공부문
사이버안보 및 주요정보기반시설 보호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FSB 내 컴퓨터 사고 국
가조정센터가 소속되어 있고, ‘러시아 정보 자원에 대한 컴퓨터 공격 탐지, 예방, 제거를 위한 국가 시
스템(ГосСОПКА)’ 운영을 통해 러시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FSB
는 또한 무선전자통신기기의 전파 데이터 및 전자파 방출을 관리하고, 러시아연방 영토 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무선 전자통신기기의 전파방출, 불법적 목적의 무선 전자통신기기의 전파방출을 관리하고 암
호기술 및 각종 사이버 공격기술을 개발하고, 전자전 무기를 개발·배치하며 사이버무기를 활용한 교전국
의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를 무력화 할 방안을 고안하고, GOV-CERT를 운
영하며, RU-CERT, FinCERT, CERT-GIB 등도 FSB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우편, 전자회로, 기밀통
신, 위성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의 자연인 및 법인은
FSB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 및 프로그램 수단을 기관 내 장비에 설치하여야 하며 연방기관들은
FSB의 수사에 협력하여 FSB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잇다.
해외정보국(SVR)은 1991년 KGB의 후임 기관으로 설립된 해외 정보기관으로 기본임무는 해외
첩보수집 및 방첩 임무이다. 사이버안보에 관한 주요활동은 해외 사이버안보 활동이고 휴민트, 사이버
및 시긴트 분야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략 정보를 수집하며 국외 정보보호 및 통신시스
템 구축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경호국(FSO)은 1996년 러시아연방보호관리부(Main Administ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를 개편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본임무는 대통령 및 정부기관에 대한 경호이다.
사이버안보에 관하여 대통령-군 암호통신을 담당하며 산하 특별통신정보국(Спецсвязь Рос
сии)을 통해 정보통신 조직 및 군 통신을 보호한다. 또한 국가 정보교환 채널의 안전 보장을 담당한
다.
군 정보기관인 정보총국(GRU)은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군사정보 활동 및 비밀공작활동 수행하
는 것을 알려져 있다. 암호 기술 및 솔루션에 관한 최고의 기술 및 실행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FSB등과 공조하여 활동하며, 美 대선개입,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해킹 사건 등의 배후 기관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러시아 정보기관은 사이버공격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각국을 대상으로 국가이익 달
39) 동 절의 내용은 아래 문건 재정리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17 러시아 정보안보 정책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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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사이버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기관 외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각 기관
의 사이버안보 활동을 지휘한다. 국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주요정책은 국가안보회의(Сове́т Бе
зопа́сности)에서 결정되는데, 국가안보회의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대통령 결정사항에 대한 준
비 및 제안, 사이버안보 정책의 수립,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제안, 연방정부와 연방기관의 사이버안보 관
련 활동 지휘, 사이버안보 위협의 예측·발견·평가·예방·대응 방안 제안, 사이버안보 개선사항 권고 등을
담당한다. 내무부는 사이버 범죄를 조사40)하고 외교부는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 협력을 담당한다.

<그림-3> 러시아 사이버안보 정책 수행 기관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군사정책을 계획, 실행하며 러시아 내 정보시스템 및 통신네트
워크에 관한 접근을 통제하며 사이버부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러시아의 사이버부대는
수학, 프로그래밍, 암호학, 통신, 무선전자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네트워크 보안 유지 및
필요시 잠재적 적국의 군 지휘체계 교란을 위한 적국 네트워크 공격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부대 창설에 대한 러시아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2010년과 2014년에 걸쳐 창
설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크림반도에 독립 사이버부대 창설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한 바 있
다42). 국방부 산하 기술수출규제국43)44)은 군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주요역할을
수행하며 산하 정보기관으로는 앞서 서술한 군 정찰총국이 있다. 디지털발전통신매스컴부(Минист
40) 곽태석, “러시아 경찰의 법적 지위 및 조직 구조,” 『자치경찰연구』 제7권 제2호(2014), pp. 3-29.
41) The Russian Government, “Dmitry Medvedev attends a confer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defence sector,”
http://government.ru/en/news/878/
42) 엘레나 김, 갈리야 이브라기모바, 빅토리야 자비얄로바, 데니스 쿤구로프, “[Russia 포커스] "세계는 사이버전쟁 중" … 러, 스마트
무기 기반 준비태세 강화,” http://news.joins.com/article/18108554
43) 기술수출규제국(Federal Service for Technical and Export Control, FSTEC, 러시아어: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т
ехническому и экспортному контролю, ФСТЭК)
44) 참조: http://fstec.ru/ (FSTEC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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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вязи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
ка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는 미디어, 매스컴, 정보기술, 정보통신 기술, 네
트워크 기술, 개인정보처리, 인터넷 업체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통신 사업자와 통신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FSB와 공동으로 SORM45)을 구현하여 인터넷 콘텐
츠 검열(웹사이트 블랙리스트 관리 및 특정 명령어 검색 필터링 등)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통신·IT·언론감독국46)이 있다. 기타 교육부는 사이버보안 관련교육, 훈련, 인재육성, 사이버안보 관
련 연구를 수행하고 산업통상부는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예산관련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표-2> 러시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기관

대통령
국가안보회의
FSB
디지털발전통신매스컴부
각연방기관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방향 설정
⇩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
⇩
국가 사이버보안 세부 이행지침 마련
정부 통신시스템 관리
⇩
정책, 표준, 가이드라인 이행

(3) 소결

러시아는 연방보안국법 및 다양한 법률과 대통령령·대통령명령에 의거하여 사이버안보 관련 막
강한 권한을 보유한 FSB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이고 국가통제적인 사이버안보를 추진한다. 디지털경제
발전매스컴부는 러시아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정보사회 발전전략, Runet 2020의 주요 수행기관으로 중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이버안보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은 FSB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기관 ICT 제
품 보안적합성 검증 등 조달보안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FSB 산하 센터들 또는 FSB의 관리·감독하에 수
행되며 FSB에 일차적인 면허·증명을 획득한 제품만이 정부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연방기관 조달보안은 FSB를 중심으로 수행되며,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SW는 국내産 제품사용
이 의무화되고, 국내 기술 및 국내 생산 장비 사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정책
을 취하고 있다. 교육·훈련 및 대외협력도 FSB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대내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기관
의 역량은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시스템, 네트워크, 정보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인터넷주권
강화와 러시아 인터넷망과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추진하고 있으며 FSB의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데
이터 현지화, 국내 생산 하드웨어 장비 사용 및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5) SORM (첩보수사시스템, System for Operative Investigative Activities, 러시아어: Система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
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러시아의 인터넷 검색 및 감시시스템으로 FSB가 1995년 통과된 법률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모든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시
46)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ss Media, 러시아어: Федеральная с
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
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комнадзо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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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역량 투사 활동 : 미국과의 규범경쟁을 중심으로
(1)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사이버안보 활동47)
러시아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이버안보에 대하여 서방과 상이한 국가 중심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는데 간략히 정
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48).

<표-3> 러시아 등 국가와 서방 국가의 사이버공간 인식 비교

러시아, 중국 중심 SCO 진영
인터넷 거번넌스
모델

미국, EU 중심 서방 진영

Ÿ

국가 중심의 논의 필요
(새로운 규범, 국제기구 등)

Ÿ

다중이해관계자모델
(Multi-Stakeholder Model)

사이버공간에 대한
입장

Ÿ

국가 주권이 미치는 공간

Ÿ

중립적인 공간

규제(개입)

Ÿ

국가 중심(국가 규제 및 개입 필요)

Ÿ

민간 중심(국가 규제 및 개입 불필요)

Ÿ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정보 자체에 대한
안보 강조

Ÿ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의 자유
를 중시하며 정보 자체가 아닌 정보통
신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

Ÿ

ICT 범죄, 테러, 정보의 정치적ㆍ군사
적 사용

Ÿ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경제 협력, 지적
재산권 등

Ÿ

정보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정
보무기, 정보전 등은 대량살상무기와
동일선상에서 논의 가능

Ÿ

범죄차원의 정보 무기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위협
을 구분

Ÿ

정보공간에서의 국가 주권 불간섭 원
칙 및 국가의 역할 강조

Ÿ

정보공간에 대한 민간의 역할 강조

Ÿ

정보공간에 대한 기존 국제법 및 국제
규범 이외의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
성 역설

Ÿ

기존 국제법과 국제 규범 적용 가능

정보안보 개념

주요안건
위협인식
국가역할
국제규범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관한 기본 방향은 첫째, 러시아는 국제사이버안보
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개발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국제정보기반시설 및 국제사이버안보
문제 협의를 위한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한다. 셋째, UN체
제안에서 국제사이버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강조한다49).

47) 동 절에서 설명한 내용은 아래 문건을 정리하고 현행화 하였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2017 러시아 정보안보 정책 연구,” 2017
48) 아래 자료들의 확대 및 재정리.
김소정,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과 국가전략,” JPI PeaceNet 2013-17, 2013.
김소정, “사이버안보의 국제협력,”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2016.8.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2017 러시아 정보안보 정책 연구,” 2017, p.73.
49) EastWest Institute, “Global Cyber Deterrence: Views from China, the
https://www.files.ethz.ch/isn/115239/2010-04_GlobalCyberDeterrence.pdf

U.S.,

Russia,

India,

and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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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사이버안보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전략으로는 대통령령 1753호로 발표된 2020년 국제
정보안보 정책 기본원칙(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нформацион
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2013. 7. 24)50)이 있으며
국제 정보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의 우선사항 명시하고 있다. 국제정책의 목표는 국제 정보안보 매
커니즘 구축을 위한 국제법제도 구축, 양자·다자·지역·국제적 수준의 국제 정보안보시스템 구축, 정보통
신기술을 악용한 국가의 주권, 영토적 완결성, 국제 평화와 안보 침해행위 금지, 정보통신기술이 테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 협력 매커니즘 실행, 주권국가의 내정 침해를 목적으로 하
는 극단주의적 활동에 정보통신 기술 이용 방지, 정보통신기술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의
실효성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있어 국가의 기술 주권 행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완
화이다. 정책 우선사항은 양자․다자․지역․국제적 수준의 국제 정보안보시스템 구축에 있어 UN, UN
GGE, SCO, CIS, CSTO, APEC, BRICS, G8, G20 및 타국과 국제 정보안보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
하고, 신뢰구축조치(CBMs) 형성을 위한 양자․다자간 협상에 참여한다. 또한 국제법 기본원칙(주권평등
원칙, 불간섭 원칙,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의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인권존중의 원칙 등)
에 따라 국제 정보안보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문건을 통해 러시아는 국제 정보안보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국제 정보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 국제레짐 형성을 통해 국제 정보안보 규율에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
지를 표명한다.
사이버안보에 관한 러시아의 다자적 국제규범 형성 플랫폼으로는 UN, SCO, ARF,
CSTO, OSCE, CIS를 통한 활동이 있다. 러시아는 1998년 최초로 UN 차원에서 국제안보의
관점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총회의 공식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UN총회 군축위
원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류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여 이것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안보의 위협요소와 회원국들의
협력 방안 연구를 위한 정부전문가그룹(GGE)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의 채택(UN 총회 결의
58/32, 2003.12.8.)을

주도하여 2004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상에 관한 GGE(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이하 UN 정보안보 GGE)가 구성되었다 51). 러시아
는 2004년과 2009년 제2차 UN 정보안보 GGE의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상임이사국 자격
으로 제1차(2004~2007), 제2차(2009~2010), 제3차(2012~2013), 제4차(2014~2015), 제5
차(2016~2017), 제6차(2019~2020) UN 정보안보 GGE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UN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결의안(UN GA Resoluti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 A/C, 3/74/L..11/Rev.1)을 제출하여 동
결의안은 사이버범죄를 조사 및 방지에 관해 다룬다. 동 결의안은 서방국가가 주도하는 유
50)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ер
иод до 2020 года‘” http://www.scrf.gov.ru/security/information/document114/ (검색일 : 2017. 6. 24).
51) 김규동, 김소정, 김동희, 『2014-2015 UN 정보안보 GGE 결과자료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1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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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 Crime, 부다페스트 협약)
과 대치되나 러시아의 노력으로 2019년 11월 통과되었다.
상하이협력기구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는 2006년 6년 개최된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국제정보
안보에 관한 SCO 성명(Statement by the Heads of Member States of the SCO on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을 채택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52). 그 해 10월 SCO 사이버안보정부전문가그룹
(SCO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in Cybersecurity)이 형성되며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53), 논의
발단의 추동력은 국제사회에서 사이버안보에 관한 러시아의 이니셔티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07년 키르기스스탄 SCO

정상회의에서 ‘국제정보안보를 위한 SCO 행동계획(The

SCO Member States Action Plan to Safeguard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두산베 정상회의에서 국제정보안보 분야의 합법적 프레임워크 개발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를
도출할 것에 관해 합의하였다54). SCO에서의 사이버안보 관련 합의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 한 것은 2009년 예카테린부르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 정부간 국제정보안
보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평가된다. 총1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 협정은 국가이익과 관련된
ICT 기술사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사이버안보에 관한 포괄적 지역협정의 청사진을 제시한 문건이다.
국제사회에서

사이버안보에

관한

SCO의

주요

활동은

UN에

제출한

‘국제정보안보행동수칙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정보안보행동수칙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사이버공간 국제규범 수립에 대응하여 사이버공간의 국가주권,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개선,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출한 문건으로 2011년 UN
총회 제66차 회기에서 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4개국이 제출하였으며, 이후 2015년 1
월 기존 행동수칙을 수정・보완하여 6개 SCO 당사국이 UN 총제 제69차 회기에서 개정을 통보하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는 ARF Statement on Cooperation in
Fighting Cyber Attack and Terrorist Misuse of Cyber Space(2006)과 ARF Statement on
Cooperation in Ensuring Cyber Security(2012)을 발표한 바 있다. 2006년 성명에서는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안보법 제정 및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이버공간의 불법적 사용 철폐를 위한 국가적 협력 프
레임워크 마련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해 국가들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을 선언하였
다. 2012년 성명에서는 ICT 기술 사용에 대한 지역별 정보보안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였다.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는 사이버안보 증진 체제 구
축을 위한 연합행동 프로그램 실행할 것임을 밝히고 ‘The Regulation on Cooperation of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of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2010)’을 발표하여 회원국은 적대행위로부터 국가주권을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정보보안 분야
에서 협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에서는 Decision No. 1202(개정, 2016)’에 합의하여55) OSCE와 러시아간 사이버안보에
52) 양정윤, “상하이협력기구에서의 사이버 안보 논의 :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발표자료 (2017. 12. 15).
53) Oleg Demidov,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Maintaining Cyber Security in the Central Asia and Beyond,” CSCAP
Russia (2011).
54) SCO, “Joint Communique of Meeting of SCO Heads of State Council (2008. 8. 28)”.
55) OSCE, Decision No. 1106 “Initial Set of OSC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o Reduce the Risks of Conflict Stemming from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2013. 12.),” http://www.osce.org/pc/227281?download=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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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ICT를 통해 발생하는 국가 간 갈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정보공유(워크숍,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등)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 간 공직자, 전문가 지원을 위한 안전한 통신
채널 마련, 민관협력 촉진 및 모범사례 공유, 취약점 보고 의무화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독립
국가연합(CIS)와 ‘정보안보분야에서 CIS 국가간 협력에 관한 협정(2013)’을 체결하여 러시아와 CIS 회
원국 간 정보보안 분야에 관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56).
양자협력으로는 중국과 ‘러-중 국제정보보안 보장에 관한 협정57)’을 체결(2015. 4. 30.)58)하여
러-중 간 사이버공간에서 적대행위 지양 및 상호 기술 전수, 정보공유 확대, 상하이협력기구의 틀 내에
서 협력과 법률적·조직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강조하였다. 미국과는 사이버 상 긴장완화를 위한 핫라인
(Hotline) 설치와 CBMs 구축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2013. 6.)59)한 바 있다. 러시아는 또한 한국, 브
라질,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독일 이스라엘, 인도, 미국, 프랑스와 사이버안보에 관한 협력 관계를 구
축하고 있다.

(2) 소결
러시아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사이버안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
버안보에 관한 국제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로 특히 중국과의 양자 협력 채널을 굳건히 유
지하고 있으며 다자협의체로는 UN과 SCO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사이버공간에 대
한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며 유사한 국제규범 활동을 전개한다.
러시아는 정보기반시설과 정보자체에 대한 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정보 자체가 아닌 정보통신기반시설과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하는 미국과
서방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인터넷에 대한 동일한 위협의식을 갖고 있는데, 러
시아와 중국은 정보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랍의 봄 이후 인터넷이 국
내 봉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60), 중국도 정권정복의 수단으로 인터
넷이 사용되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국가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인터넷 공간을 웨스트팔리아체제가 적용되는 공간으로 보고 사이버공
간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증가시키고 타국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을 못하도록 하며, 자
국 내 사이버공간을 강력히 보호할 것에 대한 원칙을 견지한다. 이러한 원칙의 공유는 양 국가 간 실질
적인 협력을 도출하여 중국이 자국의 인터넷 검열시스템인 황금방패(the Great Firewall)를 러시아의 인
터넷 통제시스템인 레드웹(Red Web)에 이전하는 협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 국가의 인터넷 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61). 2014년 4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로그 및 인터넷서비스 사용자들
56) Agreement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57) О подписании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сотруднич
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
асности
58) 원문자료 : http://government.ru/media/files/5AMAccs7mSlXgbff1Ua785WwMWcABDJw.pdf
59) White House, “FACT SHEET: U.S.-Russian Coopera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urity(2013. 6. 17)”
60) Julien Nocetti, “Contest and conquest: Russia and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ternational Affairs』 9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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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DNS 서버가 러시아 국내 위치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중국은 사이버안전법 입법을 통해 정보 통
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주권 불간섭원칙 및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 국
가의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VI. 시사점
러시아는 선도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한 국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소가 주권과 영토적 완결성 보전
에 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시각을 사이버공간에도 동일하게 투영62)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사이버공
간에 대한 국가통제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FSB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을 FSB가 관할하고 있으며 국가컴퓨터사고조정센터(НКЦКИ) 및 러시아 정보
자원 대상 컴퓨터 공격을 탐지, 예방, 제거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ГосСОПКА) 또한 FSB가 운영
하고 있다. 주요정보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책임기관에 FSB가 지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법률 및 정책에
의거하여 공공·민간·군사부문은 FSB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에 따라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사회 발전전략,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정보화 전략의 강력한 추
진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이며, 국가정보원이 국가·공공부문의 사
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부문의 사이버안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사이
버안보에 관한 각 기관의 역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체계로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러시아는 국가이익 확보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전략적 이익
확보를 위한 파급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이버공격을 수행할 것이 예상된다63). 서방의 개방된(open),
안전한(safe), 보안이 보장된(secure)한 사이버공간에 관한 이상적 인식과 대비되는 폐쇄된(closed), 안전
한(safe), 국가가 통제하는(controlled)한 사이버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이버보안에 대해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뿐만 아니라 정보내용(information content)까지 주요한 사이버안보 대상
으로 인식한다.64) 사이버공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인식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 대비된다. 서방에서
일컫는 사이버보안 위협의 범주가 정보의 생성부터 처리까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국한되는 한편,
러시아는 위협적인 정보내용까지 위협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러시아는 내외부의 사이버보안 위협이 배
재된, 국가의 통제력이 강력히 미치는 디지털주권(digital sovereignty)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통신
기반시설 보안은 연방국가의 단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이버보안 위협은 국가정체
성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디지털 주권개념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영토화
61) 상기 각주 54 참고.
62) 유세희, 『현대러시아정치론』, 서울: 오름, 2005, p.331.
63) Keir Giles, “Russia’s ‘New’ Tools for Confronting the West: Continuity and Innovation in Moscow’s Exercise of Power,” http:
//www.chathamhouse.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16-03-russia-new-tools-giles.pdf
64) Carman, D., “Translation and analysis of the doctrine of information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Mass media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11-2 (2002), p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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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alization of cyberspace)65)를 추구하고 있다.
국제 사이버안보 규범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기 위한 러시아의 국제 논의 주도
노력은 지속할 것이며 활발한 국제협력활동 및 UN, SCO 등 국제협의체를 통한 입장을 강화하고자 하
는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서방 및 비서방의 입장차이가 더욱 극명해지는 시기에 한
국의 입장을 정립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과 사이버안보 문
제에 관해 서방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력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사이버안보에 관한 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대남 사이버공격이 중국을 경유한
북한에 의한 공격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협력이 강화되어가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재, 대북 사이
버공격 대응을 위한 비서방진영 국가와의 협력채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65) 사이버 웨스트팔리아(Cyber Westphalia)라고도 명명됨. Kukkola, J., Nikkarila, J-P., and Ristolainen, M. “Asymmetric frontlines of cyber
battlefields.” in J. Kukkola, M. Ristolainen, and J-P. Nikkarila eds. Game Changer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cyberspace.
Puolustusvoimien tutkimuslaitoksen julkaisuja 10(Finnish Defence Research Agency Publications 10), Finnish Defence Research
Agency, 2017,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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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 북한의 전방위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대한민국
2019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일명 1718 제재위원회)2)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요약본)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
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약 2조4천억원)를 탈취했다
고 밝혔다. 이중 한국이 10건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했으며, 인도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이
었다. 이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 총 17개국이 북한 추정의 사이
버 공격을 당해 금전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유엔 보고서(요약본) 공개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금전탈취 공작 등 해킹 역량
이 국제사회에서 악명(惡名) 높게 공인(公認)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3)
이번에 발표된 유엔 패널보고서 이전인 2016년 7월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주최한 '제14회 국
방정보보호·암호 콘퍼런스'에서 필자는 발제를 통해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연간 1조원 상당의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른바 사이버 금전탈취 등 사이버 외화벌이가 북한의 핵심적 외화벌이
수단으로 등장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미국 당국 및 국제 사이버보안업체들이 북한이 사이버 금전
탈취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1) 주최 측에서 요청한 발제 제목은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과 전략’이나 현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을 평가하기가 매
우 제한적인 관계로 이미 실행사례가 축적된 북한의 사이버공작 실태와 역량을 분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1차)을 단행하자, 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5개국 만장일치로 대북제제결의안 제1718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서 일명 "1718 제재위원회" 설립을 결의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하면서,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현재 8명)이 설치되었다.
3) 유동열, “블록체인 대회 ‘쉬쉬’ 북한의 신종 외화벌이 실태”. 주간조선 제2584호(2019.1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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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사이버 금전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해킹, 테러, 간첩교신, 심리전 등을 다방면에서 정교하게 전개해온바 있다.4) 최근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금전탈취 등 사이버상 외화벌이에 주력하
고 있다.
북한은 2003년 1.25 인터넷 대란 이후 2009년 7.7 사이버대란과 2011년 3.4 DDoS 공격, 농
협전산망 공격,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5년 서울메트로 해
킹, 2016년 한진그룹 해킹, 국방부 통합데이터센터 해킹, 2017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및 코인빈(야피
존)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350억 해
킹 피해, 2019년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해킹 580억 상당 피해 등에서 보듯이 다방면에서 사이버 공격
을 노골화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
기관망, 금융망, 방송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사회안전망 및 민간 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초
(秒) 단위의 사이버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북한 및 해외로부터 한국의 인터넷망을 대상으로 해킹
을 시도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50만 건5)에 달한다. 이를 국정원 등 사이버 안보관련 부서들이 사전
탐지하여 방어하고 있어, 그나마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을 우리가 영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SNS계정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대상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6대 비대칭 전력(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특수전 부대, 사이
버, 종북세력) 중 가장 ‘저비용-고효율 비대칭전력’이 바로 사이버전력이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핵,
미사일에 이어 3대 핵심 전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한민국은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인 (가칭)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
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파악하지도 못한 사이버공격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안보
위협은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향후 북한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강도 높은
사이버공격을 단행할 것이다.6) 따라서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향후 중대한 안보위협에 직면할 것인바
이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안보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작실태와 역량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의 사이버 공작은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이며 가장 보안이 요
구되는 정보부서들의 활동인바 실체 파악이 매우 제한적임을 전제한다. 이러한 작업은 사이버 상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관련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유동열,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북앤피플, 2012. 6면.
5) 이는 민간 사용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이다.
6) 유동열, “북한의 사이버안보 위협 실태와 대책”, 북한의 사이버공격 국제세미나 발제문, 2017.11.23., 196-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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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의 사이버 공작 배경
북한이 사이버 공작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인구(모바일 포
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46,124,694명으로 집계되어 전체인구의 91.5%을 넘어섰고, 인터넷 평균속도
는 29Mbps로 세계2위이다.7) 2년 주기로 발표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Digital Economy
Outlook 2017」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은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자, 혁신
성장과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한국은 초고속인터넷(broadband) 등 ICT 인프라 기반을 훌륭하게 구축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터넷 평균속도(29Mps)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선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중 100Mbps 이상 비율이 76%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ICT 부가가치(10.4%),
ICT 고용비율(4.6%), 연구개발(R&D)사업지출 중 ICT 점유율(3.3%), ICT 특허비율(18%) 등에서 1위
를 차지했다.8)
둘째, 사이버 공작이 ‘저비용-고효율’의 대남혁명공작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특정한 정
보를 수집하기 위해 간첩이 남파되어 활동했으나, 이제는 온라인공간에서 공개정보나 해킹 등을 통해
비밀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사이버테러를 통해 오프라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결국, 북한당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궁극적 목적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조선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로 귀착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공작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9)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제4차 8기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
(북한, 남한, 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 혁명역량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
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 강화책의 일환으로 ① 남한 내 반
정부 및 종북세력의 활동지원

② 남한 국민의 친북의식화와 조직화 ③ 지하당 및 통일전선 구축 ④

반혁명역량10) 약화 및 제거 등의 대남공작을 자행해왔다. 북한은 정권목표인 남조선혁명을 실현하기 위
해 오프라인(off-line)과 병행하여 온라인(on-line)공간인 사이버공간을 통해 해킹 등 사이버테러와 사이
버 간첩교신, 사이버심리전, 사이버 금전탈취 등 사이버 대남공작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1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2019)
8) https://www.oecd.org/sti/ieconomy/oecd-digital-economy-outlook-2017-9789264276284-en.htm(검색일 2019.12.16.)
9)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참조.
10) 반혁명역량이란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역량으로 주한미군, 국군, 대공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혼돈상태
(국론분열, 사회교란 등)를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11) 유동열,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5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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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한의 사이버 공작 실태
(1) 북한의 사이버 공작 양상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 사이버 공작의 유형은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 사이버 심리전(선전
선동) ƒ 사이버테러 ④ 사이버 간첩교신 ⑤ 금전탈취 등 사이버 외화벌이

등이다. 향후 결정적 시기

에 대응하여 GPS교란 등 사이버전(戰)이 낮은 단계에서 중간단계로 이행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가.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북한은 예전 같으면 직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는 북한 대남공
작부서의 사이버요원이 평양이나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매일 매시각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망, 공공
망, 상용포탈망 등에 접속하여 조직동향, 관련자료 등을 탐색하고 각종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주요 국가 및 공공망에 접속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해킹 등을 통해 빼가는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만 해도 청와대, NSC, 국회, 외교부, 통일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이메일계정, 중앙일보 해킹 및 한국군의 무기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
소(ADD)에서 컴퓨터 3000여 대가 해킹 당하여 군사기밀 2급 및 3급으로 분류된 보고서가 수백 건 유
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2014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5년 서울메트로, SK그룹, 한진그룹 해킹, 2016년 인
터파크 해킹, 국방데이터센터 해킹, KT그룹 해킹, 2017년 암호화폐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킹,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사이버 공격,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해킹, 2019년 암호
화폐거래소 업비트 해킹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중 2016년 8월 국방부의 통합데이터센터(DIDC) 해킹사건은 충격적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
료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한국군 사이버망에 침투하기 위해 1년 넘게 작업을 했다. 먼저 2015년 1월 군에 컴퓨
터 백신을 납품하는 업체(H사)를 해킹하여, 인증서와 백신 소스 코드 등을 파악하고 2016년

8월4일

군 인터넷망(외부망)에 처음 침투했다. 2016년 9월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관리하는 백신 중계 서버를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 백신 중계 서버는 군 컴퓨터 전체와 연결돼서 보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
단 감염이 되면 악성 코드를 일제히 유포하는 숙주가 돼버린다. 원칙적으로 군의 내·외부망은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밀 자료가 오가는 내부망(국방망)까지 뚫리진 않는다. 하지만 북한 해커는 우리 군
정보망의 '중추신경' 격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000개 서버 등에서 내·외부망의 연결 지점을 한 곳을
정확히 발견해 국방망에 침투했다. 2015년 DIDC 서버 구축 당시 시공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계약 내
용을 어기고 외부망과 내부망 서버를 연결(망 혼용)해 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국방망에 침투한 북한해커
는 DIDC 서버에 연결된 각군 서버와 PC를 휘젓고 다녔다.

12) 동아일보, 2014년 4월 10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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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들이 2016년 9월 최초로 우리 군(軍) 데이터베이스(DB)센터 격인 국방통합데이터센
터(DIDC)를 해킹한 후 빼내간 문서는 총 235GB(기가바이트)다. A4용지 1500만여 쪽 분량이다. 군(軍)
은 해킹을 통해 DIDC에서 비정상적으로 흘러나간 데이터의 총량(235GB)은 확인했지만, 이 중 어떤 자
료들이 나갔는지 파악한 것은 전체의 22.5%인 53GB(1만700여 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0% 가까운 데
이터(182GB)는 외부 유출 흔적은 있지만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비정상적인 경로인 '백도어'(뒷문)로 이뤄진 통신량을 확인해 외부로 유출된 자료 총량은 파악했지만 해
커들이 해킹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새어나간 정보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 가운데는 군사 2급 기밀 226건을 비롯해 3급 기밀 42건 , 대외비 27건 등
군사기밀로 지정된 자료 295건이 포함돼 있었다.
한·미의 대북 전면전 작전계획인 '작계 5015' 유출도 확인됐다. 작계 5015는 미 증원군이 한반
도에 도착하기 전에 특수전 부대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 개념이 포함
됐다. 특히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타격작전 등 특수전 관련 문건을 집중적으로 빼내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2급 군사기밀 226건 가운데 192건(85%)이 특수전 사령부 관련 문서였다. 여기에는
우리 특전사가 북한 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사용할 장비, 주요 작전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작계 3100'은 북한이 일부 지역에 침투하거나 국지 도발할 경우 대응하는 작전계획이
다.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형태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계획이다. 유출된 자료에는 사
이버 공격 등 비(非)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들은 이 밖에도 한미
연합사령관에 대한 현황 보고, 육군참모총장 업무 보고 등 한·미 주요 지휘관에 대한 업무 보고 자료도
빼냈다. 지휘관에 대한 업무 보고 자료의 경우 우리 군의 현황은 물론 북한 내부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핵 탐지 시설 관련 자료, 우리 군부
대의 야전 예규(야전에서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규칙) 등도 유출됐다.13) 이러한 해킹 사실을
국방부가 처음으로 탐지한 것은 2016년 9월 23일 이었다.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중 조직위원회(조직위)와 관련 업체들이 사이버 공격
을 받았다. 당일 오후 8시경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여 메인프레스센터에 설치된 인터넷TV(IPTV)가 꺼지
고, 서버 50대(조직위 33개, 협력업체 17개)와 운영 시스템 지원 서버 300대 이상이 마비되어, 평창올
림픽 수송‧숙박‧선수촌관리‧유니폼배부 등 4개 영역 52종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진 대표적 해킹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아
래의 사례가 모두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지만, 상당수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ㆍ국정감사 자료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2019년 8월까지 7천42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근 5년간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변조 해킹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등의 사이버 공격이 4,630여 건 이상 발생했다.
1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0/2017101000314.html?related_all(검색일 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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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근 3년 간 암호화폐 취급업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8건이었으며, 이중 암호화폐
유출 피해가 7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1,635억원에 달한다.
ㆍ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사이버 해킹 공격이 연간 100만 건에 육박하는데, 2018년 한
해에만 사이버공격 시도 93만3938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 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ㆍ2013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외교부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공격 건수는 6만여 건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통일부를 대상으로 1,84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15년 172건, 2016년 260건, 2017년 336건, 2018년 630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3년 연평균 5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ㆍ2006년부터 2018년까지 탐지된 악성코드는 14,7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악성코드 은익 사이트 탐지대응건수

출처: 2019년 국가정보보호백서, 국정보원 외,

나. 사이버 심리전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다방면에서 대남선전선동 즉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이 인터넷을 활용한 초보적인 대남대외선전을 개시한 것은 1996년 경이다.

1996년 말부터는 아예 북

한이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대적인 선전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 2월 24-25일 개최된 제8차 조선노동당 전국 사상일군대회에서 김정은이 폐막일에 참
석하여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인터네트(인터넷)
을 우리 사상․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질적으로 정
교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의 일환으로 다방면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핵심기조와 방향은 ① 찬(讚) 북한 ② 반(反) 대한민국 ③ 반(反)미국 ④ 반(反)
자본주의 등으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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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 즉 사이버 심리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오프라인 공간에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중단되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의 대남 심리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예로 김정은 서울 답방과 관련하여 북한
의 대남·대외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의 선전이다. 2018년 12월 12일 ‘메아리’에서
는 “우리 주변이 마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술에라도 걸린듯 일종의 《김정은 쇼크》현상에 빠져 있
는 느낌이다...여기가 서울인지, 평양인지 헷갈릴 지경이다.”라고 선전하며,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환
영단, 꽃물결대학생실천단, 백두수호대 등과 같은 북한 추종단체들을 직접 거론하고 이들의 투쟁을 독려
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12월 8일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를 통해 통일전선부에 소속된 ‘조선 6,15 편
집사’ 명의로 주관한 ‘2018년 인터네트 〈우리민족끼리〉 작품상 경연’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내외
동포들이 투고했다는 작품을 심사하여 입선작품과 입선자들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시인 권모씨라는
국내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심사결과문에서 “올해 경연에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인민의 행복과 문명이 꽃펴나는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 온 겨레와 세인을 경탄과 환희
로 들끓게 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특대사변들을 반영한 여러가지 형식의 도서와 글, 시작품들이
많이 투고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직접 김정은을 찬양하던 선전방식에서 벗어나 창작작품 경연형식을
통해 선전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심리전의 한 사례이다.14)
실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는 직속으로 사이버공작 부서를 운영하며 해외에 개설
한 180여개의 웹사이트 외에도 1,000여개의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여 SNS를 활용한
대남 심리전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해외개설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게시한 대남선전물을 실시각으
로 국내에 유포하여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사이버공작 부서에 이른바 ‘댓글팀’을 신설하고 사이버 심리전 공
작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부서에는 300명이 넘는 이른바 ‘댓글 전문요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댓글요원들이 작성한 댓글에 북한식 표현이 있어 댓글원점이 노출될 것
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최신 한국어 말투로 바뀌어 주는 전문 검증팀
즉 일명 적구화(敵區化, 이남화) 그루빠15)를 운영하여, 마치 국내에서 댓글을 다는 양 위장하고 있다.
이들이 허위정보 및 역정보 등 이른바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여론왜곡 공작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과 사회혼란을 부추키고 있다. 북한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경로의 대표적 사례를 소
개해보면 아래와 같다.
2016년 한국으로 탈북한 13명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1명이 단식투쟁 중 사망했다고 보도
된 사건이다. 북한은 탈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이 한국에 의해 강제 납치, 유인되었다고 선동하며 지금까
지도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짜뉴스 유통경로는 먼저 ① 2016년 5월 9일 북한이 직영하는 인터넷매체인 <메아리>(북한
아리랑협회 웹사이트)에서 남한으로 납치된 해외식당종업원 중 1명(서경아) 이 북한으로 송환을 요구하
며 단식투쟁하다 사망했다고 보도하자 ② 2016년 5월 15일 미국 LA의 종북매체인 <민족통신>이 이를

14) 유동열, 방치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서울경제 한반도24시 칼럼, 2018.12.17.
15) 그루빠는 그룹(group)의 북한식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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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해외식당 종업원이 단식투쟁 중 사망했다고 특종 보도했다. ③ 2016년 5월 15일 국내 종북성향
매체인 자주시보가 이를 받아 단독보도하며 이 사실을 전직 국정원 간부가 제보하여 확인했다고 그럴듯
하게 보도했다. 이 사실이 SNS 및 국내외 언론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정부에 의해 새빨간 가짜뉴스로
확인된바 있다.16)

<표-2> 북한-해외-국내 연계 가짜뉴스 유포 사례

다. 사이버 테러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61개국에 있는 586대의 공격명령 서버를 이용해 총47개 사이트를 공격한 이른바 7.7 사이버대
란을 일으켰고, 2011년 3월 3일-5일에도 72개국 748대의 서버를 활용하여 국내 40여개 공공망에 대한
D-dos(디도스)공격을 행한바 있다.

<표-3> 디도스공격 탐비 및 대응건수

출처: 2019 국가정보보호백서, 국정원 외.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의 해킹은 북한의 사이버공작부서는 2010년 9월 이전에 웹하드에 악
성코드와 해킹프로그램을 심어놓아 여기에 접속한 국내 200여개의 PC(파악된 통계)를 감염시켰고, 이중
하나가 농협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의 노트북임을 파악하고 백도어 프로그램, 도청프로그램, 범행흔적
삭제프로그램 등을 추가 설치하여 7개월 이상 집중 관리한 끝에, 4월 12일 농협전산망 파괴 공격명령을
16) 유동열, 북한발 가짜뉴스: 현황과 대응과제, 한선-바른사회-국회 강효상의원실 공동세미나 발제문(20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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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1분 만에 농협전산망 전체서버 587개 가운데 273대를 파괴시켰고 30분도 안되어 서버를 완전 다
운시켜 농협 금융전산망이 마비되어 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었졌던 것이다. 금융전산망이 마비되어 완전
복구되기 까지는 무려 18일이나 소요되었다.
2013년 3.20 사이버공격시에는 당시 KBS와 MBC, YTN 등 국내 방송사와 금융사 PC 4만 8
천여대와 전산장비가 파괴된바 있으며, 6.25 사이버공격시에는 방송․신문사 서버장비 파괴, 청와대, 국무
조정실 등 홈페이지 변조, 정부통합전산센터 DDoS 공격, 경남일보 등 43개 민간기관 홈페이지 변조 등
총 69개 기관이 연쇄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통일대통령
김정은 만세’라는 구호가 뜨는 화면변조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역량을 과시한 사
건이다.

<표-4> 북한발 사이버 테러 사례

사건명

사건개요

공격원지

7·7
DDoS

’09. 7. 7. ~ 7. 9.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통해 韓․美의 청와대, 백악관 등 정부기관․
금융․포털 35개 주요 홈페이지 마비

북한
(체신성)

3·4
DDoS

’11. 3. 3.~3. 5. 북한이 좀비PC 10만여대를 동원, 국회·행정안전부·통일부 등 20
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은행·증권사·포털 등 20개 민간 홈페이지에 대하여 DDoS
공격을 감행

북한
(7.7과 동일)

농협 전산망
해킹

’11. 4. 12. 북한이 농협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농협 전산
센터에서 운영중인 서버 273대에 대해 자료파괴로 업무 마비

북한
※검찰수사

중앙일보
신문제작
시스템 해킹

’12. 6. 9. ‘IsOne’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공격자가 ‘중앙일보’의 홈페이지를 변
조하고, 신문제작시스템을 파괴

북한
(체신성)

3·20
방송·금융
전산망 해킹

’13. 3. 20. KBS·MBC·YTN 및 농협·신한은행 등 주요 방송·금융기관의 전산망
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성코드가 유포되어, 서버·PC·ATM 등 총 48,748대가 삭제

북한
(평양 류경동)

6·25 사이버
공격

’13. 6. 25.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홈페이지와 정당, 중소 언론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

북한
(체신성)

한국수력
원자력 문서유출

’14. 12. 15.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조직도, 설계도면등 6차례에 걸쳐 85
건을 유출하여 네이버 블로그등에 게시하고 금전을 요구

북한
(요녕성)

대학병원 전산망
해킹

’14. 8.경부터 국내 IT보안업체 제품 취약점 이용, 대학병원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서
버를 장악한 후 사이버테러를 준비

북한
(평양 류경동)

BH사칭 이메일
발송

’16. 1. 13.∼14.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정부기관 및 포털
을 사칭하여 총759명에게 이메일을 발송

북한
(요녕성)

정보보안업체
인증서해킹

’15. 11월경 금융보안업체를 해킹, 인증서를 유출하여 악성코드를 제작, 10개기관 19
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건

북한
(평양 류경동)
※검찰수사

방송사, 교수,
경찰관 사칭

’16. 1. 27. 방송사 사칭, 대통령을 음해하는 내용으로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담은
이메일 발송한 것을 비롯, 경찰관 및 대학교수를 사칭하여 악성이메일을 발송

북한
(평양 류경동)

대기업
전산망 해킹

’14. 7.부터 대기업을 상대로 전산망 통제권 및 문서를 탈취, 전산망 마비 공격 등을
준비

북한
(평양 류경동)

출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발표자료(2016)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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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이버 간첩 교신
북한에 의해 국내에 직파(直派)된 간첩 및 장기간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
를 통한 대북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
고나 지령을 하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드보크’(Syber Dvoke) 신종 연락수단을 개발하여,
사이버상 도처에 드보크를 설치하여 간첩간 연락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상부선과 국
내 간첩은 외국계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면서 음어화된 보고내용과 지령
내용을 올려놓고 교신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유형은 국내 간첩이 수집한 자료를 상호 약정된 수십개의
특정 웹사이트 내 자유게시판 등에 업로드해놓고 교신하는 방법이다. 이는 페이스북 등 SNS계정을 통
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2010년 적발된 간첩 한춘길사건과 연방통추 강순정사건에서 본격적으
로 이른바 ‘사이버드보크’가 등장한바 있다.
또한 북한은 간첩교신 수단으로 첨단 ‘스테가노그라피’(Staganography)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스테가노그라피란 비밀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 커버라 불리우는 다른 미디어에
숨겨서 전송하는 첨단 과학적 기법이다. 이 방식은 메시지를 숨기는 것은 물론 메시지 전송여부를 알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방식은 2001년 알카에다가 9.11테러 공격의 준비와 실행시 사용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2012년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발견되었으며, 2013년 전식렬 간첩사건시에는 진화된
방식의 스테가노그라피로 교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방식은 간첩교신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
양공동선언 등 이른바 남북화해국면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라. 사이버 외화벌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금전탈취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올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
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요약본)에 의하면,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
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최대 20억 달러(약 2조4천억원)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이 10건으로 최
대 건수를 기록했다.
국내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이 북한에 의해 최소 4차례 사이버 금전탈취
를 당했다. 2017년 2월과 7월의 공격으로는 700만 달러 정도를 도난당했고, 2018년 6월의 공격으로는
3,100만 달러를, 2019년 3월의 공격으로는 2,000만 달러를 탈취당했다고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2017년 당시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악성코드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에 쓰인 코드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2018년 2월 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
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19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Youbit)이 해킹을 당해 170억
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당했다. 동 회사는 2017년 4월에도 해킹을 당해 5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
당했는데, 결국 파산했다.
2018년 10월 19일 러시아 사이버 보안업체 ‘그룹-IB’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
루스는 그동안 악성코드 배포, 스피어피싱 등의 방법으로 암호화폐(암호화폐)거래소를 집중 공격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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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7100만달러(약 6373억원)를 탈취하였다. 북한의 해킹 액수는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금전해
킹(약 9988억원)의 65%에 달하는 액수이다. 2018년 1월 26일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 체크'가
해킹을 당해 580억엔(5천800억 원)이란 거액이 탈취당한 사건이 발생해 결국 파산했는데, 이 역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 국내외 금전탈취사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5> 최근 북한의 사이버상 금전탈취 사례

연도

사건명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2016년

한국 인터파크 해킹
일본 ATM 해킹

한국 ATM 해킹

한국 빗썸 해킹
2017년

한국 코인이즈 헤킹
한국 인터넷 나야 해킹
워너크라이 렌섬웨어
한국 유빗 해킹
일본 코인체크 해킹

내용
- 국제금융결제망 코드 해킹
- 8,100만 달러 탈취
- 고객정보 1,0300만건 유출
- 비트코인 30억 요구
- 일본 17개 지역 ATM(현금인출기) 해킹
-

18억 6천만엔
ATM 63대 해킹
23만건의 전자금융거래정보 유출
총 1억 264만원 탈취(96명 카드)

- 고객 3만 1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 5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계좌 유출, 일부 인출
- 암호화폐 탈취, 21억 피해
- 고객서버 153대 랜섬웨어 설치, 협박
- 13억원 지급
- 전 세계 99개국 컴퓨터 23만 여대 감염
- 1억 5천 여만 원 갈취
- 1차(2017.4) 구 야피안 55억 상당 암호화폐 탈취
- 2차(2017.12) 유빗 170억 상당 암호화폐 탈취
- 암호화폐거래소 해킹
- 580억엔(5천800억 원) 탈취

2018년
한국 코인레일 해킹
한국 빗썸 해킹

- 암호화폐 탈취, 500억원 피해
- 암호화폐 2,000만 달러 탈취 추정

2019년
한국 업비트 해킹

- 암호화폐 이더리움 580억 피해

ㆍ방글라데시 중앙은행 900억원 금전 탈취

2016년 3월 5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돈 1억 100만 달러
(1,167억원)가 해킹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뉴욕 연방은행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명의로 총 35건의 이체 요청이 접수되었고, 이체에 필요한 은행코드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금액을 이체하기 시작했다. 이 중 5건의 계좌 이체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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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었고, 8,100만 달러(900억원)는 필리핀 은행을 통해 빠져나갔다. 2,000만 달러는
스리랑카 은행으로 이체됐지만 인출 직전 스리랑카 금융당국이 인출을 막았다. 필리핀 계좌로
이체된 돈은 이미 카지노 등에서 자금 세탁을 마쳐 회수하지 못했다. 공격자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전산 시스템을 해킹해 결제코드를 탈취해서 성공시켰다.

이 사건은 세계 사이버 공격의 획을 그은 금전 탈취 사건이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쾌거(?)였다. 미국 NSA(국가안전국)과 세계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배후로 북한의 해커팀인 '라자루스(Lazarus)' 그룹을 지목했다. 노베타, 시만텍, 카스퍼스키랩
등 세계의 유수한 사이버 보안기업들은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조사 분석 후 해당 사고를
일으킨 조직 이름을 '라자루스'로 명명했다. 북한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외에도 전 세계
10여 개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ㆍ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사건은 2017년 5월 12일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단행하여 전 세계 99개국의 컴퓨터 23만대 이상을 감염시킨 사건이다. 이들은 윈도
서버블록메시지(SMB) 취약점을 이용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유포하며 비트코인을 지급하면
풀어주겠다는 협박 메시지로 12만 6623달러(약 1억 4151만원)를 탈취하였다. 당시 미국
NSA(국가안전국)와 세계 유수의 사이버 보안기업들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였는데, 이번에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공식 확인을 한 것이다.

ㆍATM 해킹 금전탈취 사건

유엔보고서는 북한의 ATM 해킹도 지적했다. 북한이 한 국가의 모든 ATM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프라에 접근하는 데 성공해 멀웨어를 심어 ATM의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을 조작하여
다량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했다고 한다. 총 1만 번의 송금(액수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과
인출이 20개국에 걸쳐 5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2016년 일본
17개 지역의 편의점 ATM에서 약 18억 6천만엔이 동시에 부당 인출된 사건에도 북한이
연관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2017년 3월에는 국내에서는 북한 해커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악성코드를 심어
금융정보를 이용해 금전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63대 국내 ATM기
해킹으로 23만 8073명의 금융정보로 빼내 복제카드를 만들어 국내외 현금인출 8833만원, 각종
대금결제 1092만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 339만원 등 1억 264만원을 탈취한 것이다.
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북한 해커로부터 전달 받아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카드를
복제·사용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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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미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해킹조직 ‘히든 코브라’가
‘패스트캐시(FASTCash)’ 수법을 사용하여 올해에만 전 세계 23개국 ATM기에서 수천만달러의
현금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10월 3일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해킹조직 APT38이 전 세계 16개 은행을 해킹하여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빼돌리려다 적발되었다.

북한은 중국 선양, 다렌, 광저우, 베이징, 몽골 등 전 세계에 무역회사 등으로 위장한 00개의
해외 사이버공작 거점을 두고 사이버공격과 함께 사이버 외화벌이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
버테러 외에도 사이버 금전탈취, 사이버 도박, 게임 프로그램 개발과 불법 사이버 도박회사를 운영하며
연간 조원(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금액은 북한 한 해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유형을 보면, 초기에 ①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직영 ② 국내 도박
업자와 결탁, 불법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여 수입배분 ③ 사행성 도박프로그램, 증권 선물사이트 개발,
오토프로그램 제작 판매 ④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 대행 등에서 진화하여, 최근에는 ⑤ 랜섬웨어를
통한 금전절취 ⑥ 은행 및 암호화폐거래소 금전탈취 등 본격적인 대형 사이버 도둑질에 혈안이 되어 있
다.
최근 북한이 사이버 금전탈취에 주력하는 배경은 첫째,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외화벌이 수단(수출, 해외노
동자와 해외식당, 무기밀매 등)이 막히다 보니 새로운 외화벌이 영역으로 사이버 금전 탈취에 주력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력만 향상시키면 사이버 금전 탈취가 ‘저비용-고효율’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으
로 보인다. 셋째, 오프라인 상에서와는 달리 각종 보안장치를 뚫고 들어가 도둑질을 하다 들킬 위험성
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추적도 매우 어렵다. 넷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더나가 자금 추적이 어려워 현금화하기가 용이하다. 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이버 보안조치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IV. 북한의 사이버 공작 역량 평가
(1) 북한의 사이버 공작 조직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적-기술적
자원을 총동원해 사이버공작을 전개해오고 있다. 북한은 1991년 걸프전이 미국주도 하의 연합국 승리로
결속된 후 현대전쟁에서 사이버전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심각히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한 연구에 몰두해 왔다. 김정일은 이라크전쟁 이후 북한군 최고수뇌부들을 모아 놓고 “지금까지의
전쟁은 알 전쟁, 기름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다. 즉 누가 평소에 적의 군사기술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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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장에서 적의 군사지휘정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어하고, 자기의 정
보력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역설한바 있다.17)
또한 북한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데서 보듯이, ‘사이버전’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전쟁수단으로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은 2013년 8월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
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2014년 8월 정찰총국의 사이버전담부서(기술정
찰국)을 방문하여 “적들의 사이버 거점을 무력화할 준비를 갖추라”라고 지시하며, 사이버테러를 독려한
바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작 조직은 크게 북한 군(軍)과 당(黨)계열로 구분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6> 북한의 사이버공작 부서
담당부서

주요 사이버공작 내용

총참모부
(지휘자동화국)

국무위원회
(군)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

- 사이버전사 양성, 연구(지휘자동화 대학 등)
- 한국군 대상 사이버심리전 실행(적공국 204소)
- 군지휘통신 교란, 사이버전 실행(지휘자동화국)
-

사이버공작 요원 양성, 연구(모란봉대학)
대남정치, 군사정보 해킹, 사이버공작 실행
전담요원 해외파견, 사이버테러 등 공작수행
사이버 외화벌이 병행
대남사이버심리전(역정보, 허위정부 유포 등)
* 정찰총국 내 기술(정찰)국 110연구소 등

통일전선부
(산하 00처)

조선노동당
문화교류국
(구 225국)

-

대남 사이버심리전 전담
180여개 웹사이트(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운영
트위터 등 활용 SNS공작팀 운영
여론조작 댓글팀 운영 허위정보, 사회교란 시도

- 한국 내 전략정보 수집
- 국내 간첩망을 통한 흑색선전 등 사이버심리전 병행
- 사이버 드보크, 사이버 간첩교신

첫째, 북한 최대의 사이버 공작부서인 국무위원회(전 국방위원회) 직속 정찰총국의 사이버전담
부서인 일명 ‘기술(전자)정찰국’을 소개한다. 이 부서는 해킹 등 사이버공작 뿐만 아니라, 암호통신 분
석, 통신감청 등 대남공작관련 기술연구개발 및 기술공작을 실행하는 부서이다.
기술정찰국 ‘110연구소’(Lab 110)는 정찰총국의 사이버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로 종래 121소(일
명 기술정찰조)와 100연구소를 통합한 부서인데,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한국, 미국 등에 대한 전략정
보 수집,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와 금전탈취 등 사이버외화벌이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 부서는
2009년 7.7 사이버대란, 2011년 3.3 디도스공격, 농협전산망 무력화, 2013년 3.20 사이버공격과 6.25
사이버공격, 2014년 소니픽쳐스 해킹 등을 자행했고, 최근 사이버 금전탈취를 주도하고 있다.

17) 김흥광, “북한의 사이버전 대응과 전략”(비공개발표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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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바로 정찰총국의 정예 사이버
공작부서인 기술정찰국(110연구소)이다. 세계 사이버 보안전문업체인 시만텍, 파이어아이, 카스퍼스키랩
등은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조사 분석 후 해당 사고를 일으킨 조직 이름을 '라자루스'로 명명했다. 이
후 라자루스는 세계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공격하는데 주력했고,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탈취하는 사이버 도둑질을 저질렀다.
이외 APT38. 템프허밋(TEMP·Hermit), 히든 코브라(Hidden Cobra), APT37, 천리마(미로, 침
묵, 별똥), Group 123, 니켈 아카데미(Nickel Academy), 리퍼(Reaper, 죽음의 신) 등이 바로 기술정찰
국이 운용하는 해킹팀들이다. 기술정찰국에만 15-20여개 해킹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들 팀들은 일정 기간 특정한 타겟(Target)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탈취 등의 작전을 마치면 또 다
른 작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처럼 보이나 기본적으로 중복된 팀들인 경우가 많다.
2018년 8월 미 법무부는 소니 해킹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생성,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북
한 해커 박진혁(Park Jin Hyok)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는데, 박진혁은 중국 국경 지대에서 북한 정부
의 유령회사인 조선 엑스포(Chosun Expo)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무역업체가 아니라 해킹
공작거점이었다. 이들은 사이버 외화벌이차원에서 도박 및 게임 프로그램 개발과 불법 사이버 도박회사
등을 운영하는가 하면, 사이버 금전탈취와 테러를 자행하는 등 온-오프라인공작도 배합하고 있다.
둘째, 북한군 총참모부의 사이버전담부서(지휘자동화국 등)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
한 해킹, 한국군에 대한 역정보, 허위정보 확산 등 사이버심리전 전개, 군 지휘통신체계 교란 및 무력화
등 사이버전을 전문적으로 연구․실행한다.
셋째, 통일전선부는 사이버전담부서(00처, 615 편집사 등)를 운영하며, 반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과 조평통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 세계 20개국에 서버를 둔 180여개의 친북사이트
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18) 또한 사이버전담 부서에는
이른바 전담 ‘댓글팀’을 운용하며 국내에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키
고 있다.19) 또한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1,000여개의 SNS 계정을 활용한 진화된 심리전공
작도 전개하고 있다.
넷째, 문화교류국(구 225국)에서도 자체 사이버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사이버를 통한 사이버드보
크 개발 및 설치, 간첩지령, 대북보고 등 간첩교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간첩망과 연계하
여 사이버공간을 통해 악성루머 유포, 흑색선전, 대남노선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이 국내 간첩망
에게 간첩통신을 통해 이를 지령한 사실이 당국에 포착된바 있다.
이외, 국방과학연구원, 북한군 총참모부 지휘자동화대학(김일정치군사대학, 구 미림대학), 김일
성군사대학, 정찰총국 모란봉대학 등에서는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 등에서 양성된
사이버요원 중 우수 요원을 차출하여 사이버전을 전문적으로 심화 연구하고 실행하는 정예 사이버요원
으로 육성시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내 사이버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로 2015년 7월 1일부터 3개월에 걸쳐 북한의 사이버공작 전담부서와 사
이버 교육부서를 참가시켜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특정사이트를 실제 공격하는 이른바 사이버테러 실

18) 180여개 친북사이트 중에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사이트는 50여개로 파악된다.
19) 유동열, 사이버공간 안보위협 진단 및 대책, 자유민주연구원 세미나자료집(2015.4.30.),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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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연대회을 실시한바 있다. 대회는 1차 평가 및 2차 평가로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국방위 직속 정찰
총국의 기술정찰국, 북한군 총참모부 소속 사이버 전담부서, 당 소속 사이버전담부서 및 컴퓨터 전공
대학 등 전문부서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2) 북한의 사이버 공작 전담 인력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들은 각각 별도의 사이버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말경 당국이 평가한 규모를 보면, 작전인력 1,700여명(7개 조직)에 지원 및 기술 인력 5,100여명(13개
조직)을 합산하면 6,800여명이었다. 2019년 말 현재에는 그동안 양성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어
7,200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열악하지만, 사이버테러 역량만은 미국, 중국, 러시
아, 이란 등에 이어 세계5위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북한이 인터
넷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대상까지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역량을 보유하
고 있다고 평가했다.

IV. 전망과 대책
(1) 향후 전망
향후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주체사상과 선군
혁명노선에 기반한 수령유일독재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한의 사이버공작의 상
위 개념인 대남적화전략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강성대국(적화통
일)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 이른바 혁명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북한
은 사이버공작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사이버공간의 활용의 편이성, 확산의 신속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정보의 축적성, 사용자의 익명성 등의 유용성 등 ‘저비용-고효율성’을 거듭 확인했기 때
문이다.
셋째는 김정은이 이른바 최고 존엄이라는 수령의 위상을 가지고 ‘사이버전력’을 핵, 미사일에
이어 3대 전력으로 위상 짖고 사이버 공작 주력방침을 하달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는 사
이버공작에 더욱 매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해킹, 사이버테러, 사이버 선전선동을 통한 심리전, 사이버 간첩교신, 오프라인
과 연계한 사이버외화벌이 공작 및 사이버전 역량 실험차원에서도 사이버공작을 더욱 정교화하고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국가안보망과 군사망을 온라인상에서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사이버전까
지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된다.

20) 유동열, 사이버테러 위협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 자유민주연구원 긴급좌담회 자료집(2016.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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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책21)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 사이버 대응체계(Systems)의 문제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제도, 부서, 기술적 문제, 예산 등에 대한 대책 ② 사이버 안보위협을
방지하는 행위자인 사이버 안보요원의 행태에 관한 문제 ③ 사이버안보 환경의 개선 문제 등을 총체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22)
첫째, 북한의 사이버 공작전술과 수행체계 및 공작 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이 요망된
다.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 공작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정부의 사이버 안보정책은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버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력
을 점검,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라 사이버 심리전 등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안보위협 활동을 제어할
관련 종합적인 법제 즉 (가칭) 사이버안보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물론
2018년 채택한 국가안보전략에 입각하여 늦었지만 국가사이버안보전략(2019.4.3.)과 국가사이버안보 기
본계획(2019.9.3.)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민간분야 정보보호 차원에서 시
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이 있으나, 국가안보차원의 사이버 법제는
부재하다.
국가사이버 안보관련법은 북한 등의 점증하는 사이버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
과 재산 및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이다. 파리 테러참사 이후 전 세계 주
요국가들은 신속하게 사이버테러 및 테러 관련 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추세이
나,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는 고속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해 관련 법과 사이버안전전략을 제정하고 막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등 사이버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안보법」(2015) 외에
「사이버안보 국가행동 계획」(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 2016), 미 국방부 사이버안보전략
(2018)을 채택하여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2016-2021)을 발표하며 사이버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19억 파운드(2.7조)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도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2014)을, 독일도 「IT보안법」(2015), 프랑스
도 「국가 디지털 안보전략」(French National Digital Security Strategy, 2015)을, 중국도 「국가 사이
버공간 안전 전략」 (国家网络空间安全战略, 2016)을, 러시아도 「사이버안보 독트린」 (대통령명령 제
646호, Доктри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
й Федерации, 2016) 등을 채택하며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에 세계 12위권의 대한민국이 ‘안보기관의 권한남
용 및 인권침해’라는 상투적인 후진적 반대논리로 사이버 테러방지법 등과 같은 사이버안보법 하나 제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망신이자 안보위기의 방치나 다름없다. 국내외 사이버 안보위협 정
세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사이버안보위해 방지 관련 입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다.23)
21) 유동열, “북한의 사이버안보 위협 실태와 대책”, 북한의 사이버공격 국제세미나 발제문, 2017.11.23., 수정보완,
22) 유동열, “북한의 대남사이버위협 실태와 대책”,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발제문, 2014.4.17.
23) 유동열, “사이버테러 위협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 긴급좌담회 자료집, 2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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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발생시 민간망, 사설포탈망에 대한 감독권과 강제 조사권을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S사 해킹, 인터파그, 인터넷나야 등에서 보듯이 사설망이 해킹당하고 금전을 탈취당해도
감독권이 없으며,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 해킹사실을 부인하고 조사를 거부할 시 당국이 접근도 못
하는 등 속수무책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보안기술의 부단한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
안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날로 정교화 되고 있는 사이버안보위협 무기와 기술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사이버공학적 측면에서 상당 수준의 보안망 개발 및 구축이 요망된다. 특히 지
속형 지능형 공격(APT)에 당하지 않는 매뉴얼을 상시 배포, 교육해야 한다. 또한 향후 간첩교신 기법으
로 활용될 ‘스테가노그라피’에 대한 대응기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사이버테러 수사를 위한 정교
한 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인터넷 추적기술, 암호화-복호화 기술, 신기술 전파 및 추적장비 적시 보급
등의 사이버수사기술이 정예화가 요망된다.
넷째, 사이버안보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적 교육훈련이 요망된다.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안보 수사역량을 제고하며, 북한의 사이버공작기구와 기술에 대한 지속적 연
구, 전문요원의 지속적 교육훈련, 해외연수 및 관련 요원의 사기앙양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사측면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먼저 사이버 안보수사차원에서의 관련법의 신설하거나 관련 법제를 보완, 개정하는 등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한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
다. 지난 정부시절 국정원와 사이버사의 ‘정치간여 댓글’사건의 여파로 사이버 심리전 업무 자체를 불온
시하고 무력화하려는 경향은 잘못된 시각이며, 국가의 안보 직무유기이다. 사이버 심리전 방식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정보위나 상급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정보 통제를 통해 정치적으로 일탈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정부의 사이버심리전 부서 활동은 대북 심리전에만 한정되면 안되고 대북-대내-대외 심리전을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사이버공간의 속성상 심리전에는 국경, 대상, 시간을 초월하여 다
방면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이 우리국민을, 해외교포 등을 직접 대상으로 국내 안
보위해세력이나 해외친북세력과 연계하여 구사되고 있는데, 제한된 대북심리전만 가지고 어떻게 대응한
다는 것인가? 당연히 국내 심리전을 통해 북한과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악성 선전선동의 폐해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심리전을 통해 해외교포들과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악성 심리전에 말려들
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중 하나인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교한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여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심리전차원의 선전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있는 대응논리를 개발
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북한이나 안보위해세력의 선전선동 공
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이버공간을 통한 해킹과 국가기밀 누설은 외부의 공격자 외에도 협력업체나 내부자
에 의한 유출(의도적 유출, 실수로 인한 유출)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바, 내부자나 협력업체로부터
기밀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활동 강화,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보안인증의 강화와 부서요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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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의식 쇄신도 요구된다. 협력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보안인증의 강화가 요구된다.
여덟째, 국가기관망과 공공망에 납품하는 IT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해킹 공격은 주로 악성 이메일과 피싱 웹사이트로 공격목표 대상의 네트워크 보안 인증서를 획득하거나
네트워크 자체를 파괴하려는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들은 공격 대상기관에 납품하는 공급회사를 먼
저 해킹하여, 각종 전자프로그램 및 기기를 개발, 생산, 유통하는 단계에 침투한다. 따라서 이른바 국가
기관망이나 공공망에 납품하거나 기술협력을 하는 업체에 대한 보안인증의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민간망에 납품되는 중국산 등 값싼 IT장비 등에 대한 보안인증 검토도 추가해야 한다.
레노버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에 원천적으로 악성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 이 기
기가 특정대상에 납품되었을 시 해킹은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이버안보차원의 대비
가 필요하다.
아홉째 사이버상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시, 모든 국가-공공-민간 사이버망을 국가가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수 있는 단계별 ‘사이버 간급조치령’(가칭), ‘사이버 계엄령’(가칭)을 발동할수 있
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열째,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국내 사이버망이 완전 무력화되었을시에 대비하여,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거점에 비상 사이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응전과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매카니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열 한번째, 민간차원의 사이버 안보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실정법에 의한 정부차원의 대응에
는 한계가 있는바, 건전 자유시민세력 등을 주축으로 사이버안보위협요인을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 대
응하는 자율적인 대응책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민간역량을 결집하고 유사시
조정할 수 있는 ‘민간 사이버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차원의 ‘사이버안보 민
방위군’(가칭), ‘사이버 예비정보군’(가칭) 등의 신설, 운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열 두번째, 북한의 사이버 공세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역(逆) 사이버공격’을 구
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사이버공세에 대응한 역추적-차단, 불온 사이트의 기술적 패쇄 등을 통
해 해외 안보위협사이트를 무력화시키는 역공세가 필요하다. 북한이 인터넷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대
칭적 응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비상 시에는 북한 내 사이버공작 부서와 해외거점을 물리적으
로 파괴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국방부 사이버 안보전략(2018.9.18.) 수립 시 ‘전진적 방
어’(defending forward) 개념을 도입하여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열 세번째,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 등 사이버테러를 추적, 감시하고 위법사항
을 신속히 제어하기 위해선, 경계 불분명-영역 광범위성-신속성 등의 사이버속성 상 미국 등 유관국의
정보수사기관과의 협조채널이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이 해외 사이버거점에서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우회침투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기 위해선 상대방 국가의 정보수사기관의 협
조가 절실한 실정인바, 상시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인터폴 및 유관국 정보수사기관
과의 양해각서, 수사협조협정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호협력센터에서는 사이버전에 대한 무력충돌법 적
용을 다룬 ‘탈린매뉴얼’을 발표했고 2017년 사이버관련 국제법을 적용한 ‘탈린매뉴얼 2.0’을 발표했다.
우리도 필요한 영역에서를 이를 준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UN의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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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참여하여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는 규범을 채택할 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이른바 남북화해국면에서도 우리를 대상
으로 한 사이버 금전탈취 등 해킹 공격을 일상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00억원을 상회하는 사이버
금전탈취를 당하는 등 엄청남 국부유출이 지속되는데도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도둑질에 대해 경고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사이버 공격을 더 이상 국내외에서 활개 치도록 방조하면 ‘역
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와 싱가폴 선언 등 미북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사이버
안보위협과 핵개발을 지속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유발시키며 국제평화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
보위협에 대칭적 대응이 아닌 상위 목표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김정은체제를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 즉 ‘레짐 콜랩스’(Regime Collapse)전략
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게 하는 ‘역(逆) 대북전략’을 수립․실행하여 대응할 때
근원적인 북한의 대남적화혁명과 이의 하위체계인 사이버 안보위협 공세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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