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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서울 중구)

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2001년 9월 11일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알카에다의 테러가 일어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피해 당사국인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테러 활동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에도 그 위험성이 줄
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비국가 조직에 의한 공공의 안전
과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사이버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은 국제 사회에서 지도적 지위를 확립해 가고 있는 한국에게도 당면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국가정보학회는 「4차 산업 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이라는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에서 실무를 경험한 전
문가들과 학자들이 참여하여 변화해 가는 정보 환경 하에서 한국의 대테러 활동 및
방첩활동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연
례학술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그나마 어느 정도 완화되어 예방 접종을 마치신 회원 분들
을 직접 모시고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방역에 신
경 쓰는 가운데 뜻 깊은 학술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께서 2021 연례학술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김 유 은

프 로 그 램
12:30~13:00 등록 및 회의 준비
13:00~13:10 개회
▶ 개회사 : 김유은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 사 회 : 김일기 (한국국가정보학회 총무이사)
13:10~14:40 Session I 비국가 행위자와 방첩활동
▶ 사회 : 남궁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발표 : “탈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의 정체와 정보활동 방향”
| 함중영 (한양대학교)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와 과제”
|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제테러조직의 하이테크 테러활동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문제 검토”
| 이동원 (선문대학교)
▶ 토론 :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송은희 (중앙아시아개발협력연구소),
▶ 토론 : 채재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4:40~14:50 제2세션 준비 / 휴식
14:50~16:20 Session II 과학기술 발달과 방첩활동
▶ 사회 : 이일환 (한국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 발표 : “방산안보와 방첩기관의 역할”
| 김영기 (명지대학교)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
| 장노순 (한라대학교)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ㆍ분석 체계 구성 및 활용”
| 이상호 (대전대학교)
▶ 토론 : 정한범 (국방대학교),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조윤영 (중앙대학교)
16:20~16:30 제3세션 준비 / 휴식
16:30~18:00 Session III 종합토론 : 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 사회 : 김유은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 토론 : 김성수 (한양대학교), 김진호 (단국대학교), 문경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석재왕 (건국대학교), 정경영 (한양대학교), 허태회 (선문대학교)
18:00~18:1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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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의 정체와 정보활동 방향
함중영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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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I. 서론

안보는 위협에 대응하여 자유로운 상태를 만드는 노력이라고 볼 때,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3가지 기준
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위협의 근원이다. 안보를 침해하는 위협이 누구에 의해서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는 것이다. 둘째, 위협의 형태와 성격을 알아야 한다. 전통적 방식으로 국가 간 전쟁의 위협이 존재하며 또한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도 존재한다. 셋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다. 새로운 위협의 주체와 유형을 파악하
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탈냉전 이후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안보위협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위협의 정체와 유형을 파악하며, 이어 새로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정보활동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세 가지 논점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연구의 논쟁이 되는 사안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용어의 문제이다.
탈냉전(post-cold war) 시기에서 나타난 포괄적 안보와 신안보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안보위협이 변화된 시
기를 확정해야 한다. 탈냉전 시기와 미국의 9.11테러 발생 시점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셋째,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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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문제이다. 국가가 아닌 행위자로서 안보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주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구
성된 테러조직이나 범죄조직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자연재해 등 초인간적인 위협도 존재한다. 또한, 비국가 행위
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배후에는 국가가 후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탈냉전 시점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새로운 안보의 위협을 주제로 다룬다. 연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선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 내용을 특징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현상을 지칭
하는 다양한 용어를 정리해 본다. 이어, 연구의 중심 내용인,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에 의한 안보위협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포괄적 안보개념과 인간안보 개념에서 나타난 위협을 열거하고 교집합의 내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다. 이에 대한 대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서 정보활동의 변화동향을 평가해 보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탈냉전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 중에서도 비국가 행위
자에 의한 위협으로 한정하였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과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의 대응동향
과 미래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연구에서 나타난 용어와 개념을 선명하게 정리하고
연구자들의 공감을 얻어 연구를 발전시키면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II. 안보위협의 변화 시점과 개념 정리

1. 안보환경의 변화

‘안보(security)’의 의미는 라틴어 어원인 ‘securitas’에서 보듯이 “분리하다(‘se’)”라는 의미와 “위험, 위협
(‘curitas’)”이라는 의미가 합성된 단어로,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보의
의미는 “위협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공포나 불안 등의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1) 한편, 영문의 ‘security’는 보안(保安)으로도 번역되는데, 여기서의 ‘보안’이란 “국가 안전보장 수단 및 국가안전
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총체적 방어수단”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07).
과거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에서는 주로 국가적 안보개념에 치중되어 군사적 무력사용이나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
응이 강조되었으며, 이 시기의 안보개념을 ‘전통적 안보’ 개념으로 구분한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는 세계
화・정보화・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의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로써 안보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안
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부터 ‘비전통적 안보’의 개념이 적용된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 이후 국가 간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에게까지 그 위협
이 확대되면서, 인간을 보호해야 하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CS, 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통한 무력사용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시장경제체제, 사회적
공동체 유지, 안전한 생존환경 유지, 사이버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광범위한 안보개념(최종철, 2007)
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안보개념을 일각에서는 ‘신(新) 안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2)
한편, 국제관계학(IR,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는 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요인으로서 국가안보 차원에
서 군사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정치활동을 ‘상위 정치(high politics)’로 구분하고, 이에 반해,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
1) Lexikon der Politikwissenschaft. Theorien, Methoden, Begriffe. Verlag C.H. Beck, München. 2002, pg. 837.
2) 윤해성. 2015, “신안보 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안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2호, pp. 339∼372,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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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 사회, 환경, 질병 등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를 ‘하위 정치(low politics)’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통적 안보가 국
가 간의 무력사용의 위협을 이슈로 다룬다는 면에서 ‘상위 정치’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며, ‘하위
정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영역과 유사해 보이기는 하나 비전통적 안보와 동일한 개념으로 단언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테러나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나타나는 위협이 국가 행위자 간 군
사적 위협의 유형은 아니지만 양자 또는 다자의 국가들에 적용되면서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직접적인 이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위에서 살펴보듯이, 탈냉전 이후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국가 간의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 즉, 전통적 안보문제이다. 둘째, 한 국가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는
위협으로 국한되지 않는 초국가적 위협의 문제이다. 작금 전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그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적 차원의 안보위협으로 나타나지만 위협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다. 즉, 9.11 테러를
주도했던 알-카이다와 같은 테러조직 또는 마약유통, 사이버범죄 등을 자행하는 초국가적 범죄조직 등, 비국가적 행
위자(Non-State Actor)들에 의한 안보위협이다. 비국가적 행위자들에 의한 안보위협은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
며,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가 다수의 국가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안보위협의 의미는 전통적 안보 개념부터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나타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2. 안보환경 변화의 시점

세계 제2차대전이 종식된 이후 동서 진영이 각기 상이한 이념에 따른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양립하였으며,
종전 후 45년이 지난 1990년 10월, 동구권의 최서방에 위치한 동독의 체제부터 허물어지면서 냉전의 균형은 허물어
지기 시작하였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 몰락 이후 10여 년간은 공산권의 약소국가들이 주권국
가로서 독립의 흥분을 맞이하고, 미-러 양대 강국의 무기감축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국제화와 신자유주의의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현실주의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자유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정치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듯 보였으며,
국가 간 무력에 의한 안보위협은 당분간 사라진 듯 하였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사건은 21세기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격변을 몰고
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 이후 국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 미사일 위협, 인종분쟁과 인권탄압,
내전으로 인한 강제이주,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이 국가안보의 핵심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적
안보의 관점에서 고려되어 오던 공격의 주체와 대상이 국가(state) 또는 정권(regime)에서 탈피하여 9.11 테러에서 보
듯이 무고한 민간인의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소프트 타깃(soft target)으로 전환되었고, 위협의 주체 역시 국
가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가 나타났다. 이제 안보의 위협은 더 이상 국가 간의 공격과 방어라는 전통적 국가안보 차원
이 아니라 인간안보(HS, Human Security)를 위협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탈냉전과 9.11 테러가 발생한 1990∼2001년 시기 이후부터 ‘비전통적 안보’의 개념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때, 국
가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회의 위협이 증가되는 시기이며, 이것은 곧 인간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인
간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안보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곧 국가안보 활동으로 간주되면서, 이를 ‘포괄적 안보’ 영역으로 정의하게 된다.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된 시기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과거의 군사적 조치와 탈냉전 이후의 비군사

3) Jackson, Robert H. and Georg Sørensen. 2007.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3rd ed.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06; Low politics is a concept that covers all matters that are not absolutely vital to the survi
val of the state as the economics and the social affairs. The low politics are the domain of the state's welfare. It concerns all things
about social or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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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안보(CS)’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포괄적 안
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하고자 할 때, 냉전이 종식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
너지고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된 1990년 10월부터 1991년 12월 8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위성국
가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시기를 거쳐,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가공할만한 테러가 발생한 시점까지, 즉, 1990
∼2001년간의 기간을 하나의 계기로 묶어서 볼 수 있겠다.

3. 포괄적 안보(CS)와‘신(新)안보’

전통적 안보 개념과 비전통적인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개념을 포함하여 ‘포괄적 안보(CS,
comprehensive security)’로 정의한다. 포괄적 안보(CS)의 영역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다루는 군사적 문제, 동맹,
집단안전보장, 세력균형 등의 개념에 더하여 국가안보 및 인간안보에서 위협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모두 대응해야 하
는데, 그 영역은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시장경제체제, 사회적 공동체 유지, 안전한 생존환경 유지, 사이버공격, 테
러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이다.
1990년대 초부터 많은 국제적 학자들은 미래의 위협은 비군사적 요인이 될 것이며, 군사적 위협은 단지 부분적
인 것일뿐이라고 예견하였다. Buzan, Weaever, De Wilde 등의 학자들은 이러한 안보개념을 ‘포괄적 안보(CS)’라고
명명하였으며,4) 이 개념의 원칙적 의미로는, 정치・경제・군사・사회・환경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포괄적 안보는 위 5가지 분야를 포함하는데, 첫째, 군사적 영역으로, 경성권력(Hard
Power)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둘째, 정치적 영역으로, 정권의 체계와 법질서 확립, 주권 확보 등 국가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적 영역으로, 자원과 금융, 시장, 사회복지 등을 말한다. 넷째, 사회적 영역으로, 민족성, 종교
등 사회 내의 정체성을 포함한다. 다섯째, 환경적 영역으로, 천연자원과 자연을 보호하는 분야를 말한다.5)
한편, 국내 일부 학계에서는 군사적 안보가 중심이 되었던 전통적 안보에 비해서 비전통적 안보를 ‘신(新)안보’라
고 설명하기도 하나, 이것은 편의에 따라 명명된 것일 뿐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전통적
안보 관념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군사적 안보 위협, 소위 신안보의 위협을 열거하자면, 지구 온난화,
에너지 경쟁, 초국가적 조직범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전염병 확산, 기근, 식량부족, 국가 내 인종 분쟁, 정권의
무능과 반인권적 조치에 따른 인도적 위기 상황, 이주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6)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신안보’의 의
미는 냉전 시대에 주류를 이룬 군사적 위협과 군사적 대응 조치가 ‘전통적 안보’인데 비해, 탈냉전 및 9.11 테러 이
후 인간안보(HS) 등을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비군사적 조치의 안보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를
일컬어 ‘신안보’라는 개념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신안보는 영문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안보
(emerging security)”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신안보(emerging security)는 전통안보(traditional securit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체와
대상 등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안보는 냉전시대를 대표하는 안보개념이며 ‘국가’를 주체로 하고 ‘군사력’
(재래식 무기ㆍ핵무기)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안보를 말한다. 이에 비해 신안보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
의 급속한 진전 및 환경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부상(浮上)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감염병 문제, 사이버와 테러 문제, 식량과 인구 문제,
난민문제, 에너지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위협’들을 포괄하는 안보개념이다.”7)

4) Barry Busan, Ole Waever, Jaap de Wilde, “Security-A New Framework For Analysis”, 1998.
5) Dritëro Q. Arif,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as a draft for reconstructing security in a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Iliria International Review – 2011/1, Felix–Verlag, Holzkirchen, Germany and Iliria College, Pristina, Kosovo
6) 김성한, 2015, 『한국의 안보 도전과 대응 방향』, 고려대학교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pp. 196-197.
7) 2019 신안보 위협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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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와 ‘포괄적 안보’의 개념을 구분하자면, 다음 그림과 같다.

전통적 안보 + 비전통적 안보 (신안보) = 포괄적 안보(CS)

한편, ‘신안보’의 일반적인 의미가 전통적 안보와의 구분을 위해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신(新) 안보’라는 용어
는 특정 개념이나 사조 또는 주의(-ism)로서 정의할 수 없는 모호성이 있으며, 국제적 문헌에서 학술적으로나 개념
적으로도 정확한 의미와 정의가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시점
(新안보)과 과거의 시점(舊안보)을 구분하기에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냉전시대
의 종식을 분기점으로 구분할 경우, “탈냉전 이후의 안보”, 또는 국가 및 정권(regime)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
행된 9.11 대규모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구분하여 “9.11 테러 이후 안보” 등으로 구분하면서, 구체적 시점을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각에서 1980년대 말 탈냉전 시대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를 한데 묶어 이 시기 이후를 ‘신안
보’의 개념이 시작된 시기로 언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100년 후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을 언급할 때 “2001년
이후부터 2021년의 기간을 ‘신안보’라고 명명한다”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정치 이론에서 통용되는
호칭과도 차이가 있다. 하나의 주장이 이론으로 정착되고 그 이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추가적인 발견을 통해 그
연관성을 바탕으로 명명할 때,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등의 개념이 용납될 수 있다. 또한, 특정 개념과 주의에
대해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나타나는 사례, 즉, 나치즘과 ‘신나치즘(neo-Nazism)’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신
(新)안보’의 의미는 특정한 개념을 지칭하는 고유한 의미로 이해되기 보다는 “새롭게 나타난 위협에 대한 새로운 안
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써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8)

III. 새로운 위협의 정체 – 非국가 행위자 중심으로

1. 포괄적 안보에서 나타난 위협들

포괄적 안보(CS)의 영역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다루는 군사적 문제, 동맹, 집단안전보장, 세력균형 등
의 개념에 더하여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시장경제체제, 사회적 공동체 유지, 안전한 생존환경 유지, 사이버범죄
및 테러 등이다.
한편, 전통적 안보 관념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군사적 안보 위협으로, 소위 ‘신안보’의 위협을 열거
하자면, 지구 온난화, 에너지 경쟁, 초국가적 조직범죄,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전염병 확산, 기근, 식량부족, 국가 내
인종 분쟁, 정권의 무능과 반인권적 조치에 따른 인도적 위기 상황, 이주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9) 이러한 위협의
유형과 이에 대한 주체는 아래 표와 같다.

8)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역시 용어적 의미에서 볼 때, 특정 개념만을 지칭할 수 없는 일반 명사의 수준이나, “탈냉전
이후의 포괄적 안보” 등의 제목으로 국제적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이 고유한 개념으로 인용되고 있다.
9) 김성한, 2015, 『한국의 안보 도전과 대응 방향』, 고려대학교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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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 신안보 위협의 유형과 발생 주체
위협의 유형

국가 주도

비국가 행위자 주도

지구 온난화

○ ×

○

에너지 경쟁

○

○

초국가적 조직범죄

○ △ ×

○

테러리즘

○ △ ×

○

사이버 공격

○ △ ×

○

전염병 확산

×

○

기근 및 식량부족

×

○

국가 내 인종분쟁

×

○

정부의 반인권적 조치

○

×

이주 문제

×

○

* 표식설명: ○ 국가주도, △ 국가가 직접 주도하지 않으나 연계된 상태, × 비주도

2. 인간안보에서 나타난 위협들

‘인간안보(HS)’라는 개념은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1994)’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인간안보’를 제시하였는데, 군사감축이나 군비축소 외에도 인권, 환경보호, 사회안정, 민주주의 등이 기본적으로 보
장되어야만 진정한 세계평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가안보에 앞서 개인의 안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군사
적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질의 향상, 자유와 인권보장 등이 인간안보의
목표로 포함된다. 냉전 종식 이후 분쟁의 대부분은 내전, 테러, 범죄 형태로 발생하며 그 최대 피해자는 군인 보다
민간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포괄적 안보 개념이 확산되는 21세기 들어서, 유엔은 2000년 밀레니엄 총회에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1년 ‘인간안보 위원회(CHS, Commission on Human Security)’10)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3년 4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 소개한 ‘인간안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자유와 자아실현을 증진시
키는 모든 방법들에 있어서 모든 인간의 삶의 중요한 핵심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간안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필수적 핵심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이 보고서는 인간안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안보는 17세기에 대두된 이슈였는데, 당시의 이론에
따르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권력과 수단을 독점해야했는데, 21세기에 접어들어 안보의 위협과 안보를 지켜
10) ‘인간안보 위원회(CHS)’는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총회에서 “결핍(want)과 공포(fear)로부터의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위원회
발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공공에게 전파하고, 인간안보의 개념을 발전시키며, 인간안보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는 3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01-2003년간 노력하여 2003년 ‘Human Security Now’ 보고서가 최종 제출되었다.
이후 UNHCR 산하 ‘인권이사회(human right council)’ 업무로 다루어진다.
11)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s definition of human security: to protect the vital core of all human lives in ways that enhance
human freedoms and human fulfilment. Human security means protecting fundamental freedoms-freedoms that are the essence of life.
It means protecting people from critical (severe) and pervasive (widespread) threats and situations. It means using processes that
build on people’s strengths and aspirations. It means creating political, social, environmental, economic, military and cultural systems
that together give people the building blocks of survival, livelihood and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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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주체가 보다 복잡해졌다. 국가는 근본적으로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을 당연히 보호해
야 하는 안보마저도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국 국민의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도 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간안보를 확립해야 할 상황이 절실해졌으며, 21세기의 안보는 국가가 우선이 아니
라 인간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2)
인간안보의 위협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영속적 빈곤과 실업(경제적 안보), 기근과 굶주림(식량안보), 전염병과 영양실
조, 비위생, 기본적 의료지원 부재(보건안보), 환경의 저하, 자원부족, 자연재해, 공해(환경안보), 물리적 폭력, 범죄, 테
러리즘, 가정폭력, 아동노역(개인안보), 인종 및 종교간 분쟁(공동체안보), 정치적 박해, 인권유린(정치적 안보) 등이다.

< 표-2 > 인간안보에서 나타난 위협의 유형과 발생 주체
위협의 유형

국가 주도

비국가 행위자 주도

영속적 빈곤과 실업(경제적 안보)

○

×

기근과 굷주림(식량안보)

○

○

전염병, 비위생, 의료지원 부재(보건안보)

○

○

환경저하, 자원부족, 자연재해, 공해(환경안보)

○

○

폭력, 범죄, 테러, 아동노역(개인안보)

×

○

인종 및 종교 분쟁(공동체 안보)

○ ×

○

정치적 박해, 인권유린(정치적 안보)

○

×

냉전 이후 1989년∼2014년 기간 중 총 99건의 ‘주요 무력분쟁’13)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6건이 국가 간 분쟁으로
주로 인도-파키스탄 사이의 분쟁이었으며, 나머지 93건은 모두 국가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이었다. 중요 원인은 아프
리카, 아시아 다민족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정치 분쟁(ethnopolitical conflict)’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하거나 관련이 있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발전한 내전의 경우였다. 또한 금융, 환경, 질병의
확산, 여성과 아동의 학대, 난민, 국내 실향민 발생 등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방법으로 위협상황을 해결하였던 사례도 발견된다. 결국, 인
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안보를 통해 국민의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 둘째, 국가 정권의 무능, 부패, 욕
심에 의해 인간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며, 셋째,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방식으로 전 세계의 인간안보를 수호하는 방법이 있다.

3.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의 위협들

가. 위협의 유형 도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란,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국가와 연계되지 않은 개인이나 조직으로서
심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정의된다.14) 국가의 이익과 일치할 필요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로
12) UN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2003, “Human Security Now”, p.3.
13)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년내 25명 이상의 전투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분쟁기간 동안 1천명 이상의 사망자 축적 숫
자가 집계될 경우 ‘주요 무력분쟁’으로 구분한다.
14)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at has significant political influence but is not allied to any particular country or state.”,
"non-state actor | Definition of non-state actor in English by Oxford Dictionaries". Oxford Dictionaries (검색일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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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적인 형태로는, 비정부기구, 국제적인 은행이나 기업, 언론매체, 시민단체, 로비그룹, 종교적 집단,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 준군사적 세력을 갖춘 폭력적인 조직 등이 해당된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위협
의 주체가 아닌 행위자들을 말한다. 즉,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안보의 위협이었다. 국가가 곧
위협을 발생시키는 주체였으며, 곧 안보의 위협 행위자는 국가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10여년의 시기가 지나면서
9.11테러에서 직면하였듯이 국가가 아닌 행위자가 국가의 안보위협으로 나타났다. 테러조직이나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 등이 대표적인 비국가 행위자일 것이다. 한편,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의 창궐로 국가안보의 위
협이 되는 사안의 경우 역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초인간적 행
위자(non-human actors)”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 존재로서, 사전적 정의의 영역에 있
는 비국가 행위자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표-1>에서 나타난 신안보 위협유형 중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을 열거하자면, 지구 온난화, 에너지 경쟁,
초국가적 조직범죄,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전염병 확산, 기근, 식량부족, 국가 내 인종 분쟁, 이주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표-2>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차원의 위협 유형 중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을 열거하자면, 전염병
과 영양실조, 환경의 저하, 자원부족, 자연재해, 공해, 물리적 폭력, 범죄, 테러리즘, 가정폭력, 아동노역, 인종 및 종
교간 분쟁 등이다.
두 개의 표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국가 행위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위협을 열거하자면, 테러
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사이버공격, 인종 및 종교분쟁으로 인한 소요 등이다. 한편, 이러한 위협들은 비국가 행위
자와 국가가 연계하여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의 경
우, 국가가 운영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국가와 연계된 비국가 행위자가 전면에 나서는 사례도 발견된다.

나. 위협의 대표적 정체와 유형

자연재해 등 초인간적으로 발생하는 위협의 영역은 비국가 행위자의 영역에서 배제하면서, 위에서 도출한
국가 정보활동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협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조직이다. 테러조직 알-카이다에 의해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항공기 이용 건물폭파
테러는 대표적인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테러조직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
적과 동기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협을 발생시킨다. 인명살상과 파괴, 납치, 감금, 고문 등 위협의 형태도 다
양하며, 국가안보의 위협일뿐 아니라 대표적인 인간안보의 위협이다. 민족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투사들(freedom
fighters)부터 좌파 게릴라, 극우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외로운 늑대 형식의 개인까지 다양한 위협의 주체로 존재한다.
둘째, 초국가적 범죄조직이다. 국제범죄로도 알려져 있으나, 2000년 11월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이 채택되고 발효되면서 초국가적 조직범죄(TOC)로 호칭
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마약범죄 조직, 인신매매, 총기밀매, 밀입국, 자금세탁, 밀수, 위조지폐, 가짜상품, 국제금
융범죄, 사이버범죄 등이며, 이 중에서 최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마약범죄, 인신매매, 총기밀매, 사
이버범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테러조직과 달리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를 자행하며, 돈을 벌
기위해서는 조직 간의 거래는 물론 국가와의 거래도 수행하며, 테러조직과의 연계활동도 확장되고 있다.
셋째, 테러조직과 조직범죄 집단과의 연계활동이다. 대표적인 테러조직과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연계 활동은 나코테러리즘이다. 나코-테러리즘은 테러조직이 마약재배, 생산, 운송, 판매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테러할동을 후원
하고 테러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테러조직 탈레반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남미 안데스 산맥의 코카인 산지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3개 국가에서도 군소 테러조직의 나코-테러리즘이
나타난다. 이곳에서 대표적인 테러조직은 콜롬비아의 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조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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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C는 코카인 거래와 관련된 마약 조직원들을 보호해주면서 세금을 징수하여 조직의 자금을 조달해왔다. 나코-테
러리즘 외에도, 밀수, 납치, 인신매매, 밀입국, 문화재 밀거래, 금융범죄, 사이버범죄, 가짜담배, 위조지폐 유통, 청부살
인, 대량살상무기(WMD) 밀거래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모든 영역에서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넷째,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이다. 사이버 공격은 그 목적에 따라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로 구분한다. 금
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랜섬웨어 등으로 공격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는 달리, 상
대 기관 및 시설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이버 테러조직도 존
재한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전통적으로 유엔협약의 개념에 포함시켜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한 유형으로 다루기도 하
였으나,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사물 인터넷(IoT) 등 사이버 영역이 일상생활에 확대되면서 별도
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개인이나 조직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나, 일부 조직은
특정 국가와 연계하여 국가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기도 하며, 이러한 조직을 국가후원해커((State-sponsored
Hackers) 조직으로 구분한다. 2020년 발생한 미국의 Solar Winds 대상 사이버공격 사례15)의 경우 미국의 정부기관
다수가 해킹되었던 사건인데, “다크 할로(Dark Halo)”로 불리는 조직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미국 전
문가들은 배후에 러시아 해외정보부(SVR)가 연계되어 후원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 미국의 대
형 송유관 업체인 Colonial Pipeline을 해킹하여 업무를 마비시키고 몸값(ransome)을 요구하였던 “다크사이드 (Dark
Side)”라는 조직은 랜섬웨어(ransome ware)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전문적 해커집단으로, 사이버 범죄를 초국
가적으로 자행하는 대표적인 비국가 행위자인 셈이다.16)
다섯째, 산업스파이와 악의적 내부자(malicious insiders) 문제이다. 산업스파이의 궁극적 운용자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겠으나, 스파이 활동에 포함된 개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국가기밀과 산업기술을 절취하고 유출시킨
다. 또한, 허술한 보안체계를 뚫고 내부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거래하는 악의적 내부자 역시 심각한 국가안
보의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

IV. 정보활동의 평가 및 제언

1. 대응활동의 변화와 평가

가. 국가방첩활동의 확대

국가방첩(National Counterintelligence) 활동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민족국가의 모습이 만들어지
면서부터 국가안보를 공고히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어왔다. 1991년 소련해체와 동구권 몰락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북방정책이 확대 수립되었고 늘어나는 외교사절과 외국 스파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당

15) 러시아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조직에 의해 2020년 미국 연방정부기관 등 수천개의 국제적 조직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고 데이터 침해
가 발생했던 사건이다. 공격의 기간은 무려 8-9개월간 지속되었고 민감하고 중요한 수준의 자료이기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이버 공격
사건으로 기록된다. 200개 이상의 기관이 공격을 당하였는데, NATO, 영국정부, EU의회,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다. 이 사이버 공격은 수개
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는데, 2020.12.13. 최초로 탐지되어 공개되었다. 이 사이버공격은 2020년 3월경에 시작되었으며, 마이크
로소프트, 솔라윈즈, VMware 등 3대 미국 회사의 소프트웨어 또는 인증서 등을 침해했다.: Sanger, David E.; Perlroth, Nicole; Schmitt,
Eric (December 15, 2020). "Scope of Russian Hack Becomes Clear: Multiple U.S. Agencies Were Hit". The New York Times.
16) 보안뉴스, 2021.5.15.,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파이프라인 OT 취약성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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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방첩기관을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탈냉전 이후 변화 현
상으로, 국가 행위자의 방첩활동에 더하여 비국가적 행위자들에 대한 방첩활동도 요구되었다.
우리나라의 방첩업무 관련 법규범은 방첩업무규정이 존재하며, 2018년 11월 개정되어 방첩기관을 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신설을 명문화 하였다. 이어, 2020년 12월 개정된 우리나라의 방첩업무규정에서는
방첩의 정의를 수정하여,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 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였다.17) 이는 이전의 방첩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에 비해 그 활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방첩대상이 북한과 초국가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방첩활동에서 방어적 개념인 ”견제ㆍ차단“활동에서 ”확인ㆍ견제ㆍ차단“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첩
정보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에 의한 정보활동 및 위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국정원, 안보지원사, 해경, 경찰 등 4개 방첩기관에서 법무부와 관세청을 포함하여 6개 기관이 담당하도록 확
대하였다. 넷째, 방첩정보공유센터를 신설하면서, 방첩 유관기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인 대상 신고・상담 공
간을 확장시켰다.
또한, 2020년 12월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서도 방첩활동의 영역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제4조(직무) 나항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업무를 기존의 방첩업무에 더하여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
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해 온
산업보안 업무가 방첩부서 산하의 경제방첩 업무로 다루어지면서 다소 임무에 대한 업무영역이 모호하였는데, 개정
된 법률에 의해 산업보안 업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전통적 개념의 국가 행위자 대상 방첩업무를 기업 등 비국가 행위
자까지로 확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테러리즘 대응활동

냉전 종식 후 새롭게 나타난 대표적 안보위협은 2001년 발생한 미국 9.11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인 테러조직에 의한 것이었다. 9.11 테러사건 발생 2주 후인 2001년 9월 28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테러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의 예방, 조치 및 무기, 정보, 자금 등의 지원차단을 위한 회
원국의 이행사항을 부여한 결의(제1373호)가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에 부응하여 2001년 11월 28일, 당시 김대
중 정부에서 최초로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입법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었고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으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18)
9.11 뉴욕 테러 이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건은 대형 피해사태가 발생하고, 그 대상이 소프트타깃으로
확대되면서 무차별 대상으로 자행되며, 폭탄테러부터 항공기 및 트럭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2001년 뉴욕 테러를 비롯하여 2005년 런던 폭탄테러,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테러가 발생하는 등 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공격이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동맹국가로 국제
사회에 각인되어 있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에 의한 타깃으로 항시 언급되어온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테러위협은 북한의 도발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북한에 의한 테러공격 사례를 들
면,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각각 40명 및 4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2017년 북한요원들이 동남아 여성 2명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인 김
정남을 독극물로 암살한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이를 주요 이유로 삼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State Sponsors
17) 방첩업무규정, 제2조(정의) 1항, 2020.12.31. 일부개정
18) 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 (2016.3.2.)
https://www.yna.co.kr/view/AKR20160302187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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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rrorism)로 2020년 재지정하기도 하였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의한 테러위협도 대응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할 변화된 환경이다. 2019년 1월 유엔안보리
산하 ‘알카이다 및 IS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터키에 구금
되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인들 중 대부분이 한국으로의 추방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미 한국에는 3만 여명의 우즈벡
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일부는 극단화되어, 테러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19)
우리 정보기관의 대테러활동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안정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직적으로
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유기
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요원들로 구성된 테러통합정보센터가 국정원 청사 내에 운영되고 있
다. 수평적 지방조직으로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가 운용되며, 공항과 항만에 대해 특별히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가
운용된다.
한편, 우리나라 대테러활동의 국제적 협력과 인간정보(Humint) 활동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테러방지법
에 나타난 ‘외국인테러전투원(FTF)’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국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시키는가도 문제도 구체적인 논
의가 필요하며, 이들 FT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보다 과학적인 검증 및 정보협력도 요구된다. 테러방지법상 ‘테
러단체’에 대한 법조항 내용도 모호하다.

제2조(정의) 2항,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

다.”고 명시되었으나, 실제 유엔에서는 테러단체를 지정한 사실이 없다. 다만,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는
개인이나 조직, 국가에 대해 제재대상자로 지정한 사실은 있으며, 여기에서 알카이다와 IS 등 20여개 테러조직이 제
재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을 뿐이다.20)

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국제조직범죄(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또는 국제범죄로 알려져 있는 이 영역은 2000년 11월 유엔
초국가적조직범죄 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이 채택되면서 ‘초국가적 조직
범죄(이하 TOC)’로 바꿔 불리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에서는 1961
년, 1971년 1988년 협약 등 3개 협약을 채택하였고, 2000.11월 UNTOC 협약 및 부속 3개 의정서(protocol)를 포
함하여, 인신매매, 밀입국, 총기밀매에 대한 국제법을 만들었으며, 이 내용을 모든 회원국이 자국에서 실정법으로 적
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 3개 마약협약 및 UNTOC 협약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며, 이와 관련한 국내 실정법도 모두 정비하
여 적극적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2009년 총리실 산하 범정부 유관기관 회의체로 16개 기관 실국
장급이 참석하는 ‘국제범죄대책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10년 총리훈령으로 규정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가
2016.12.31.까지 운영하고 현재는 필요시 운영재개한다는 입장으로 폐지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정보활동의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ICIC) 중심으로 초국가적범죄조직의 활동을 수집하여 최초 첩보를 검증하
고 발전시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색출, 차단활동을 원활하게 공조 수행하는 체계로 국제범죄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초국가적범죄조직은 부정부패(corruption)를 먹고 자라는 존재이므로, 2003년 유엔에서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채택하고 부패행위를 범죄화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협약에 가입
하였고, 반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 등을 활용하면서 공직자의 부패 연루행위 예방 및 차단활동을 적극적으로 이
19) UN Security Coundil S/2019/50(2019.1.15.)., Twenty-third report of the Analytical Support and Sanctions Monitoring Team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2368 (2017) concerning ISIL (Da’esh), Al-Qaida and associ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paragraph 60.
20) EDUCATION FOR JUSTICE UNIVERSITY MODULE SERIES 1, Counter-Terrorism (2018): The United Nations does not have a list of a
ll terrorist organizations. Instead, it has several lists focusing on international sanctions in particular contexts. The United Nations Securi
ty Council Resolution 1267 established lists focused Al-Qaeda, the Taliban and their associates. The listing process was later extend
ed to include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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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 위협으로 대두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문제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조
직범죄를 꼽을 수 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1990년대초부터 외화벌이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불법활
동에 개입하고 있는데, 마약 생산 및 유통, 총기밀매, 위조지폐, 인신매매, 밀수, 가짜담배 생산 등의 범죄 적발사례
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신안보 영역의 위협으로 부상되었다. 2005년 이후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는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의 상당부분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의 초국
가적 조직범죄 개입활동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조직범죄 활동의 증가현상도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2019년 3월부터 7월간 경찰이 단속하여 적발한 국제범죄조직원은 불법출입국 알선조직 699
명, 마약조직 330명, 금융사기 57명 등이었고, 태국・파키스탄・중국 등 총 17개 국적의 다양한 조직원들이 포함되
었다. 이들 범죄를 분류해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초국가적조직범죄는 마약범죄・위조문건 이용 등 출입국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국제금융사기 등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21)

라. 사이버 공격(Cyber Attacks) 대응 활동

사이버 공격은 테러리즘과 초국가적조직범죄, 방첩의 영역에도 포함되는 방법상의 유형이며, 우리나라 국
가정보기관에서는 각 분야에서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등을 다루는 동시에 사이버 전문 대응부서를 두고 전문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Lazarus group, Kimsuky 조직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은 북한 해
커들로 구성되어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디도스 공격, 2011년 디도스 공격, 2013년 국내 언론 및 금
융기관 대상 전산망 공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2003년 1월 25일, 슬래머 웜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된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사이
버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04년 2월 20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
었고, 2021년 1월 1일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1, 마항에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가 명시되었으며, 동법 4항에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해 예방 및 대응활동을 전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ㆍ조율하며, 사이버 위협 공
격탐지 및 예방활동 차원에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작성하여 배포하
고 있다. 또한, 사이버 침해사고도 전담하고 있는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이버 위협정보를 분석하면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조하고 있다.

2. 정보기관의 대응방향 제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위협이 국
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재해 등 초인간적 행위자에 의한 위협을 제외한 채, 앞서 도출한 비국가 행위자의
대표적 위협은 테러조직, 초국가적범죄조직, 테러와 조직범죄의 연계활동, 사이버공격, 산업스파이와 악의적 내부자
등임을 확인하였다.
21) 함중영, 2021, 초국가적조직범죄연구, 한양대학교출판부, pp.38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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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 정보기관에서는 방첩, 테러리즘, 초국가적조직범죄, 사이버공격에 대한 변화동향을 파악하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은 시공간적 차이를 보이면서 보완해야 할
사안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도출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기관의 대
응방향은 아래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방첩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방첩의 광의적 개념에는 테러리즘과 초국가적조직범죄, 사이버공격 등
이 모두 포함되는 의미이므로, 업무의 중복을 회피하고 효율적인 총괄적 분석과 업무조정을 위해 위 업무 분야를 통
합하여 아우르는 가칭 “안보분석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소위 ‘신안보’ 분야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
여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해당 부서로 활동방향을 제시하며 추가 정보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방첩, 테
러, 국제범죄, 보안, 사이버 부서의 활동업무를 제외하고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초기 운영시에는 통합분석
과 내부 유관부서 간 정보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안보 분야 부서의 업무를 교통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
로 시작하여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실제, 국내정보 분야가 폐지된 이후 국내정보를 총괄하여 분석하
는 업무도 소멸된 상태이므로, 정당한 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신안보 분야업무를 총괄하는 분석부
서가 필요하며, 더불어 이 부서는 해외정보협력도 담당하면서 해외 선진정보기관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안보분석국’에서는 국가보안업무 부서와 공조하면서, 국내 정보기관 및 방첩기관 내
부의 보안유출 방지업무도 담당토록 하여, 내부의 악의적 정보유출자(malicious insiders)를 차단하고 색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10년 매닝 사건과 2013년 스노우든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방첩
과 보안업무를 총괄하여 국가기관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국가방첩보안센터(NCSC,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가 국가정보장실(DNI) 산하에 2014년 설립되었였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효율적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의 개선과 대테러활동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제적 법규범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테러
단체’의 정의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하는데,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따
라서 우리나라가 지정하는 테러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2조 3항 ‘테러위험인물’과 4항 ‘외
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에서도 테러단체의 정의가 적용될 수 없어, 해당 조항의 내용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테러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응활동은 주로 이슬람 극단
주의 테러조직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북한과 연계된 극좌파의 도발행위 및 모의를 테러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며, 더불어 극우주의 테러조직 및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의 잠재적 위협을 탐지하는 활
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위협으로서, 북한과 연계된 조직범죄와 외국인 조직범죄가 대두되는데, 이중
에서도 북한에서 생산・유통되는 마약범죄와 외국인의 대포물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
련이 필요하다. 4차산업 시대에서도 여전히 마약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산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레바논 지역에서 정부군과 지하디
스트 모두 ATS(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심지어 메스암페타민의 유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바,
북한과 시리아의 긴밀한 교류협력관계를 감안한다면 북한산 마약의 테러조직 유통 및 확대가 예견되기도 한다.22) 또
한, 보이스피싱 등 진화하는 국제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대포물건(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량)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정보기관과 대포물건 범죄와 관련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
회,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디지털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영구 출국하는 외국인의 휴대전화와 차
량이 출국과 동시에 즉시 중지되고, 통장의 현금인출이 통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2) The New York Time, 2021.12.5., “On Syria’s Ruin, a Drug Empires Flor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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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행 업무구성은 정보기관의 사이버 전
문가들이 사이버안보센터에서 주로 국가안보 차원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복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
하며, 테러・방첩・국제범죄 분야에서 발견되는 사이버 공격은 각 분야에서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테러조직
IS의 경우, 다크웹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지령을 하달하며, 전 세계에 산재한 조직원들과 교신하고 있으며, 여타
테러조직 역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이버상의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4차 산업시
대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범죄와 테러로 악
용될 수 있는 IT 범죄가 예상된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차원의 대응활동과 신안보 영역의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IT
범죄 활동을 총괄하여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대응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 중에서, 초인간적 행위자(non-human actors)에 의한 위협을 예측하고 대응
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포괄적안보 개념과 인간안보 개념에서 언급된 위협을 중심
으로, 자연재해와 기근, 전염병, 분쟁 등의 요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분석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교류체계
를 구축하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보기관 활동의 일부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국제관계학의 저명한 학자 죠셉 나이(Joseph Nye)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자신의 저서에서 “안보문제
는 더 이상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파하였다.23) 경성권력(hard power)뿐만 아니라 연성권력(soft power)
의 영향력은 강력하였고 연성권력의 발전에 힘입은 서방의 자유주의는 결국 1990년말 동구권을 몰락시키면서 냉전
을 승리로 이끌었다.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를 기점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전통적 안보의 개념이 비전통적 안보
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항공기 테러사건은 국가 행위자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가 안
보의 위협으로 대두되는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탈냉전 이후 나타나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은 포괄적 안보(CS) 개념과 인간안보(HS)의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협의 유형은 테러, 초국가적 조직범죄, 사이버공격, 인종 및 종교분쟁 등 개인이나 조직에 의
한 위협이 있는 한편, 지구온난화, 전염병 확산, 기근 및 식량부족, 빈곤과 실업, 자원부족, 공해, 자연재해 등 초인
간적 행위자에 의한 위협으로 구분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대표적인 위협은 테러조직, 초국가적 범죄조직, 이들 두 조
직의 연계활동, 사이버 공격, 산업스파이와 악의적 내부자 등으로 도출된다. 이러한 위협의 주체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 있으며, 또한 국가가 배후에 존재하는 국가연계 형태의 행위자도 파악된다. 대표적 사례로 북한의 마약범죄가 테
러조직과 연계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며, 사이버 공격의 경우 해커조직과 러시아가 연계하여 제3의 국가의 경제질
서 교란과 안보위협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국가 행위자의 특정 국가 연계 활동은 단순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정보기관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으나, 향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언될 수 있겠다. 첫째, 방첩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테러,
국제범죄, 보안 업무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종 분야의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가칭 “안보분석국”을 신설
하고, 광의의 방첩 개념을 적용하여 스파이, 테러조직, 초국가적범죄조직, 악의적 내부유출자 등을 총괄적으로 대응
23) 0 Nye, Joseph S., 1974: Collective Economic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50, No. 4, pg.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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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둘째, 테러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조항으로 개선하고, 대테러활동의 대상 범위
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활동에서 북한의 마약범죄와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선
제적이고 디지털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사이버안보센터 업무를 확장하여 방첩, 테러, 국제범죄 영역에서 발생
하는 사이버테러・범죄와 IT 범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의 초인간적 행위자에 의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간 공조를 통한 정보활동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탈냉전의 평화시기가 10여년 지난 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엄청난 위협이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또 다른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창의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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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I.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 규정의 수정 필요성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2016년 3월 시행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
지법)」이 2018년 4월, 2020년 6월, 2021년 7월 20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제정된 테
러방지법 제정 이후 동 시행령 제정과정 모두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제정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초기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폭력적이고 인명살상의 각종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초법적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견지해 왔던 개인의 인권보장적 기능이 다소 후퇴되어 자국 국
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1)

1) 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6, 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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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당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2)과 법제정 이전에 인권침해가능성 및 국
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3)이 대립하였으나 입법의
필요성에 의해 최종 통과되었다.
테러방지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이후에도 이러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으며,4) 현재에도 테러 대
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었다는 점, 헌법상 국가긴급권 발동에나 가능한 민간에 대한 군사
투입 등이 규정되었다는 점, 대테러센터의 권한과 조직 등이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에서조차 포괄적이고 불명확하
게 정해진 점 등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즉 평상시가 아닌 비상사태에서도 국가권력의 비상적 발동요건을 엄격
히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의 테두리와 한계를 벗어나는 시행령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에
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테러라는 비상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5)
본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과 동시행령과 규칙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향후 테러
정책의 수립 등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한국의 테러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와 대응조직의 역할

1. 한국의 테러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

테러방지법 제정 전에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6)이라는 하위법령을 근거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
년 서울올림픽을 안전한 국제행사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82년 1월 21일 대통령 훈령 제47호(당초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음)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시행되었다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2016년 6월 20일 모두
폐지되었다.7)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관련 70여개의 법령에 의해 테러행위의 예방, 억제 및 처벌 등 법적․행정적․형사적 규제가
보완·시행되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와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담조직은 그동안 반테러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
나, 테러방지법의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나 아직 여전히 보완할 문제가 다수 있다.

2. 테러 대응 조직의 역할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 대책기관으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방지법 제5조,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
다), 대테러센터(동법 제6조), 테러 전담조직(동법 시행령 제11조)8)이 있다.
2)
3)
4)
5)
6)
7)

박호연/김종호, 국민보호와 공동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에 관한고찰, 한국경찰학회회보, 제18권 제호, 2016, 80면.
임준태‧이상식, “테러방지법 입법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테러학회보, 제5권 제1호, 2012, 178면 이하.
임준태‧이상식, 앞의 논문, 동면.
오태곤, 앞의 논문, 594면 이하.
대통령훈령 제354조, 2016.6.20., 폐지(테러방지법 시행으로 폐지됨).
테러 대응과 관련 하위법령으로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외에 2004년 7월 12일 대통령훈령 제124호로 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있다. 이 지침에서는 테러․핵관련 사고․재난 등 국가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정하고 있다. 특히 테러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일반․화학․생물․방사능․군사시설․항공․해양․국외테러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국가정보원을 주무기관으로 하여 관계기관에서 소관별 실
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정보원, 『2005년
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2005), 39면 참조).

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31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
러경보 발령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동법 제22조 제1항), 테러 상황 전파 및 초동 조
치(동법 제23조), 테러사건에 대응(동법 제24조)에 대비하고 있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업무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집중되며,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군 병력 지원
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1항에서 국가정보
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
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동법 제2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동법 동조 제
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
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 2 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동법 동조 제4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테
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
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합동조사팀
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사시설에 대하여서는 국방부장
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9)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으로는 검찰청(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청으로 이관)과 경찰청이 구체적인 테러사건의
발생시 수사에 참여한다. 국방부․경찰청의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사건 진압기관으로 테러사건의 무력진압기능을 수행
한다. 기타의 관계기관들은 테러 유관기관으로서 소관업무와 관련해 반테러행정을 담당한다.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15조(현장지휘본부)에 따라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며, 현장지휘본
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지휘본부
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다)을 지휘·통제하며, 현장지휘본부의 장
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동법 시행령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에 따라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8)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9) 테러방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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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처
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
으며, 국가정보원장은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이기 때문에 국내외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어 대테러 정보수집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라 할 수 있다.

3. 테러 사건 수사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으로는 군과 관련한 사건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테러사건 일반의 경우 경찰
청과 검찰청(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참사의 경우만 수사가능10))이 구체적인 테러사건의 발생시 수사에 참여한
다. 테러사건의 수사 또한 반테러행정의 일부로서 예방 및 사후대응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지원과에서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및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과 이와 관련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등을 담당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8조 제
2항11)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등 지방검찰청의 사무에 테러사건 수사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안’의 개념
을 확대해석하여 ‘반테러’ 기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009년 2월과 2012년 4월 이후 2021년 7월 2일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 개정을 통해 테러수사기능
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사권조정 등으로 테러수사기능의 활성화는 결국 경
찰청으로 이관되어 정보와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그 기능이 대폭 삭제되었다.
이런 점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대공수사기능 경찰로의 이관)의 테러수사기능 폐지로 경찰의 테러사건수사범위
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과연 이러한 조정이 테러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테러수사 기능 활성화 문제는 테러주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로 이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업무와의 관
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 기소와 재판의 업무를 담당하
는 검찰이 테러사건의 판결에 유죄 입증을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물론 모든 종류의 테러정보를 처음부터 검찰이 다 공유한다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관계기관과 테러수사의
신속․효율․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적절한 수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브래드(Brady vs Maryland Case)사건12)은 미 중앙정보부(CIA)와 연방검찰청 간의 테러정보 공유와 관련된
10) 수사준칙 규정에서는 검찰이 수사개시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수사개시 가능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로 죄명 등에
제한이 없음) )와 경찰공무원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초기 규정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삭제되었다.
1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
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8. 13., 2020. 9. 3.>②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 8. 26.,
1992. 8. 31., 1998. 12. 31., 2002. 2. 4., 2004. 12. 31., 2008. 2. 29., 2009. 2. 27., 2012. 4. 10., 2019. 8. 13., 2020. 9. 3.>
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제3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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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이다. “대체로 양 기관 간에 일반적인 테러 관련 정보 공유는 잘 되고 있다. 다만, 검사가 비밀정보에 접근하
려면 사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공개하려면 중앙정보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보 공유의 시점과 관련
해서는 테러사건에 대한 사실확인(내사)의 초기단계부터 중앙정보부가 검찰과 정보를 공유한다. 그 이유는 중앙정
보부의 요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테러정보를 보고한다. 특히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테러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하게 된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반테러활동에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검찰은 테러 관련 1차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혹은 테러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
는 아니다. 그렇다고 원칙과 규정에 검찰이 어느 단계에서 테러수사에 개입하는가에 관한 확립된 것은 없다. 이러
한 사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앙정보부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테러사건의 조사(혹은 내사)단계에서 중앙정보
부의 활동은 연방검사의 스크린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중앙정보부의 수사요원이 나중에 법적 책임
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러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연방검찰이 테러사건의 조사 및 수사에 비교적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역할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
공수사권 이관으로 나타난 업무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교훈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검찰도 테러수사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경찰과 정보의 주체인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공유 공간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수사권조정으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재판 등을 대비한 보완수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다만, 검찰이 전통적으
로 국가정보원의 고유영역이었던 테러정보 수집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 테러사건에 대한 대처
의 실질화를 모색하기 위한 협조가 바람직하다.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비밀정보를 포함, 모든 테러
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가능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III. 한국의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분석과 문제점

1. 테러방지법의 분석과 문제점

가. 테러 개념의 재설정

테러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테러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즉 테러는 국가나 국민에 대해 협박 내지 폭력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이용해 정치
적 내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13) 본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
의 행위를 말한다.

12) http://en.wikipedia.org/wiki/Brady v. Maryland; www.patc.com/special/Brady-vs- Maryland.pdf (2016년 8월 13일 검색).
13) 박호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3호(2016),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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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정의가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으므로 테러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
으로 정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도 단순히 UN이 정한 단체만을 테러방지법에 규정함으로써 테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제테러리스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UN이 정한 단체만에 대한 테러단체로 범위를 한정
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테러에 대해 겪고 있는 상황, 국내외적 정세까지 분석한 다음 각 국가가 지정한 단체
로 규정하는 것이 테러 대응에 보다 효율적이고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을 UN이 아닌 우리나
라가 테러단체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테러의 범위의 재설정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의 대테러 대응활
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이 필요하다.

나. 테러방지법 목적의 재설정의 필요

테러방지를 위한 법의 제정 목적 또한 일반 전통적 형사법제의 목적과 큰 차별은 없다. 즉 테러방지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
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
어 있다. 본 법률의 제정 목적이 테러 예방과 대응,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이 주된 내용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테러
및 테러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테러는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며, 그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잔인하며, 무차별적
피해를 끼치는 예측 불가의 행위로, 점조직 수법으로 은밀하게 자행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의 전통적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는 테러 예방과 대처는 불가능하므로 테러단체(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한정
된)에 대한 강한 처벌과 특별한 수사절차를 위한 목적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을 테러예방 및 대응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 즉 테러단체에 대한 대응체계와 테러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과 인권보호의 한계 등을 위해 기존
의 법률체계와 다른 다양하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테러방지 목적을 본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 제1조 목적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함이 필요하다.14) 안전권은 여러 자연적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러한 여러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
다.15) 안전권의 근거로 헌법전문과 헌법 제10조 등 여러 규정에 있으며, 테러방지법 제15조 제2항에서도 이를 구
체화하고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
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테러로 인
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은 국가의
국민안전보호의 한 행태가 될 수 있다.
테러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과거의 국가안
보 중심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인간안보의 개념16)을 사용하는 입장도 있으나,17) 이러한 인간안보의 개념은
14) 전학선, 앞의 논문, 17면.
15) 전학선, 앞의 논문, 17면.
16) 인간안보(Securite humaine, Human security)는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 developpement, PNU
D)이 새로운 안보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국제연합개발계획의 ‘1994년 인간개발에 관한 세계보고서(Rapport mondial sur ledeveloppeme
nt humain 1994)’에서 나타난 것이다(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2016), 7면이하 참조).
17) 전학선, 앞의 논문,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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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안보 개념 설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하여
직장과 가정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포함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다. 테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의 재설정의 필요

테러방지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
력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법 집행 공무원들의 테러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선언적으로 명
시하고 있을 뿐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범위
내에서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러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분명한 설정이 필요하다.
적법절차에 따른 업무의 성격과 종류 그리고 권한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극적 테러대응이 아닌 적
극적 테러예방과 대응조치를 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범위 설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테러는 은밀하
고 비밀성이 있는 사전행위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확한 책임 범위 설정 즉, 면책조항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라. 인권보호 장치의 명확화의 요구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나 법문의 전체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제한에 대한 내용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법안 제정 당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특성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요
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완성된 채 시간에 쫒기듯 급하게 국회의 통과절차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었다. 모든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18) 구체적으로 테러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으로 인
한 침해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
테러방지법은 형사처벌과 관련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테러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 대상이 넓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적으로도 통일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19) 본 테
러방지법도 일반적인 행위보다는 개별행위를 위주로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항의 테러개념 중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
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제1호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
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에서 행위의 목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와 연결되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

18) 김희정,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 – 자유와 안전의 조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5.6, 224면.
19) 신재철,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상 ‘테러’ 개념의 비교분석, 한국범죄심리학연구 제4권 제2호, 2008, 132-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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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해
석하지 않으면, 행위의 목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방해하는 행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
대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범주에 포섭되는 집회․시위에 대한 대테러정보활동도
가능하다는 견해20)도 있기 때문에 정책반대론자에 대한 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을 위험도 있다.

(2) 테러단체의 개념의 불명확성
테러 개념 못지않게 테러범죄 및 활동과 이와 관련된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국제
연합(UN)에 위임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로 개별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21)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 명단의 신속한 확보와 관련 정보를 위해서 UN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형
사처벌의 대상을 위임입법에 의해서 진행할 경우 가변적이어서 이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UN의 위임 입법을 개
정하여,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변적이고 신속한 테러집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
단체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법률의 범위내에서 테러단체에 대한 지정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의 불명확성과 조사 추적의 문제점
테러방지법 제1조 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
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선전, 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은 광범
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22)
테러단체 자체가 불명확한데 거기에 소속된 조직원의 경우 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률의 형태는 헌법 제27조 제3항23)과 형법24) 및 형사소송법25))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추후 판례나 이론에 의해 해석이 되어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서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설정은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남용할 경
우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테러방지법에 테러위험인물 지정의 주체와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을 확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테러위험인물을 이유로
다양한 사찰의 남용도 가능하다. 추적이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
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
20) 황문규, 테러방지법상 정보수빕 활동의 범위와 한계, 경찰대학 사회안전과 법센터 제2히 세미나 발표문, 2016.4. 29. 18면.
21) 안전보장이사회는 1999년 10월 15일 Al-Qaida 및 Taliban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결의 n°1267), 2001년 9월 12일 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테러 발생시 안보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결의를 하였으며(결의 n°136
8), 2001년 9월 28일 각국의 제반 대테러 조치 시행 촉구 및 동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대테러위원회(CTC) 설치를 결의하였고(결의 n°
1373), 2004년 10월 8일 Al-Qaida, Taliban 연관 단체이외의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결의 n°1566)하였으
며, 2014년 9월 24일 외국인들이 시리아 등의 테러단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결의 n°2178)를 채택하는 등 테러와
관련된 다양한 결의를 하고 있다.현재(2016년 1월)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79개 단체가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있다(황문규, 앞의 논문 14면).
22)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민주법학 제61호(2016.7), 266면.
23)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4) 형법에서는 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 제23조(자구행위)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규정되어 있다.
25) 형사소송법에서는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제70조(구속의 사유),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제96조(임의적 보석), 제101
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1조(구속), 제205
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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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법률 규
정에 없다.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7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와 제9조에서 인
권보호관이 위원장에게 보고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테러위험인물이 자신의
추적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는 알 수 없는 구조이므로, 원천적으로 민원 제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전에 국가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결국 사건이 문제되었을 때, 즉 사후에 보고하
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이러한 규정들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정에서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테러발생가능성을 중심으로 수
사절차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기본권 제한의 대상인 테러혐의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
보자기결정권26)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테러의 사전 예방과 일반 국민의 인권 보호 범위내에서 테러예방
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과 관련된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테러방지를 위해서 정보
기관의 권한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
한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4)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테러방지법 제12조 제1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7호에서는 관계기관의 정의를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의 긴급 삭제와 중단, 감독 등의 협조요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판단하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문제는 테러의 개념이 광범위
하여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이나 그림 또는 상징적 표현물 또한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계기간의 장으로부터 긴급 삭제 또는 중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필요한 조치’란 관계기
관의 장이 요청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의 장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와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가능성
테러방지법 제13조 제1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
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2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에 따른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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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테러전
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
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규정과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와의 충돌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
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27)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출국금지 요청 주체를 너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요
건에서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
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비해, 여권의 효력정지와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구별된다.
또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 출국금지를
기간의 제한없이 무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출국금지 요청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
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
장해 주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있다.28)
동법 제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우리 형법의 외환의 죄(형법 제92조-104조)에 적용가
능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테러전투원의 대항국이 우리나라의 동맹국일 경우 형법
상 외환의 장으로 처벌가능하다.29)

(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부칙 제2조) - 통신의 자유 등 침해 여부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개정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였으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
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
우’로 확대되어 이러한 대상의 확대가 통신의 자유의 불가침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
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
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

27) 헌법재판소 2015.9.24., 2012헌마302.
28) 헌법재판소 2015.9.24., 2012헌바302.
29) 테러리스트에 대한 미국의 분류체계와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윤민우, 테러발생시 국가 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미국의 법률과 사례 연구, 경
찰학논총, 제11권 제2호(2016), 2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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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일방 혹은 쌍방인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하고 적대국이나 북한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원의 허가 내지 대통령
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된다.30)
그러나 실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
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
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동법 제2조 제6호), 대테러활동의 개념이 매우 넓고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테러의 개념이 포괄적인 것을 고려하면 테러 관련 정보 수집은 매우 폭 넓은 개념이 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
의 개념도 포괄적인 것을 고려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넓고 포괄적으로 해석되며, 남용의 개
입여지가 있으며, 남용에 의한 감청이 행할 경우 통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
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통신비밀보호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
8조 제3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
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테러활동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된 것이며, 법원의 허
가나 검사의 지휘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과 제3호를 남용하면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분석과 문제점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 20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조정
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테러 예방·대응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
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활동을 위해 대테러 인권보
호관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대테러센터

시행령 제6조는 대테러센터로 하여금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
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게 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30)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빕을 위해서도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허가)을 받아
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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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테러 인권보호관

시행령 제7조~제10조는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고, 임기
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요건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전문지식
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의 직무로서는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테러 정책‧제도와 관련된 인권보호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
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 전담조직

시행령 제11조~제21조는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
하는 ‘전문조직’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장이 ‘전문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시행
등을 위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 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하
도록 하고 있으며,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구급 및 화생방테러 발생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점검 지원의 임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운영하며,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국정원장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시행령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1) 테러대응조직과 체계
테러대응조직 및 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테러 대응조직의 조직, 정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
함으로써 동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모법인 테러방지법에서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
도록 정하고 그 조직,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31)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조
직, 정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대테러 대응을 이유로 테러와 관련된 정보의 중심은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최소한이라도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 시행령에 따
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
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게 되어 실질적 권한 확대를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테러조직의 조직, 정원,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국정원의 테러활동에 대
한 외부통제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정책적 결단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으며,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31)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제2항.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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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시행령에서는 대테러센터 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조·지원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
정했다며,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을 규정한 직제는 부처 간 최종협의를 통해 정부조직과 관련된 다른 법령처럼
별도의 직제(대통령령)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32)
그러나 모법이 이미 당해 조직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복잡하지 않게 통일적으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테러사태를 대응하는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행령에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을 관할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이 지역에서 국가행정체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안위와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의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면, 관련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테러특공대의 지역투입문제
국방부장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국
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 요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 혹은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33)
시행령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제4항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소속 ‘대테
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에 출동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계엄이나 국가안위가 위급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경찰력의 한계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대책본부의 장이 경찰력과 무관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이외 지역 투입은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
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간에
대한 군의 투입이 헌법상 비상계엄 시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때, 관련 규정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문
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군사지역 외에서 대테러특공대가 출동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은 초헌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형식상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위헌성 논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인권보호관제도의 규정과 실효성 대책
시행령에서는 대테러 활동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
으나, 시행령 제9조(시정권고)외에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관의 활
동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어 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소결
테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노력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그 실효성을
32) 국무조정실 보도설명자료, ｢테러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련｣, 2016.4.18.
33) 실제 테러관련 특공대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국방부와의 협업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운영에 많
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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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할 수 없다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테러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조치이지만, 기능적·체계적 효율성이나 인권과 관련한 헌법적 한계에 대한 지속
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IS 등 국제환경의 급박한 요구에 부응하여 대테러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급하게 마련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
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
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IV. 새로운 형태의 테러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모색

1.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법제정과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테러의 양상은 최근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 형태와 달리 가상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것
도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호전적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 즉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
이 필요하다.34) 미국은 사이버안보를 전쟁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이버테러의 경우 국경의 개념이 없어 국
제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2016년 2월 제18회 아시아 안보회의(Asian Security Conference)에서 호주
등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대립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 보다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중견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35)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핵과 미사일 도발 못지않은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2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에 사이버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협력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및 테러집단의 사이버테러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의 사이버테러 현황과 공격력
가. 북한의 사이버테러 현황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2009년 이후 그 횟수가
더욱 빈번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7월 7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등 총 35개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분산
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 DDoS)을 감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청와대 · 국회 · 국방부 등 의 주요기관의 홈페이지 등
25개 사이트가 2009년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 공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한국인
터넷진흥원 자료 결과분석에 의하면 디도스 공격 피해 건수는 2009년에 42건, 2010년에 53건, 2011년에는 63건
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6)

34) 정준현, 사이버 주권 확보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통일한국, 2016.4, 40면 이하 참조.
35) 북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법제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1127호(2016.2.23.), 입법조사처 참조.
36) [네이버 지식백과] 디도스공격 [─攻擊,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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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회 등 정부기관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네이버 등을 비롯한 68개 주요 포털사이트에 장애와 금
융전산시스템 파괴와 전산 장애를 발생시킨 사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컴퓨터에 자료 파괴형 악성코드를 유포하
여 PC디스크 등의 파괴를 시도한 사건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2014년 12월 24일에는 소니픽처스 엔터
테인먼트사의 내부 전산망이 다운되고 개봉 예정인 영화의 사전 유출로 1천억 원대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2016
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청와대를 비롯 해 주요 기관을 사칭하는 악성코드가 내장된 이메일을 대량으
로 유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유포된 이메일이 2014년 말 한수원 해킹사건과 동일한 중국 랴오닝성 IP임이
밝혀져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력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력은 2009년 2월 정찰총국(국장: 김영철)의 탄생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정
찰총국은 공작 업무를 맡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에 공작원 침투 등을 관리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작전부
와 대외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35호실이 통합되면서 탄생했다. 북한은 정찰총국산하 6개 작전국 외에 사이버 공격
조직인 사이버전지도국(제121국)을 설립하였다. 제121국은 첩보와 공격을 담당하며 평양 대동강 유역의 무신동 지
역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21국은 주로 중국에서 해킹 공격을 수행하여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주요 기밀을 위조하고 있다.37)
중국 선양에 있는 칠보산 호텔이 통제 거점 가운데 하나이며,38)) 중국 헤이룽장, 산둥, 푸젠, 랴오닝성과 베이
징 인근 지역에도 사이버전 수행 거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39) 제121국에는 직접적인 해킹을 기획하는 인력
이 1,200명, 기술지원 인력이 1,800명이며, 유관조직 사이버 요원도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제121국 산하 제
110연구소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금융기관 등의 네트워크에 바이러스를 이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0)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력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
고 있으며,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격하는 방식과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하드웨어 파괴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전자는 그동안 북한이 좀비 PC를 동원한 디도스 공격과 악성코드 등을 이용한 서버침
투 등에 주로 사용한 방식을 의미한다. 후자는 EMP탄, HPM탄, 나노머신 등 광속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모든 전
자장비, 지휘통신체계 등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가 있으며, GPS 교란으로 추정되는 이동통신서비스 장
애를 발생시키는 하드웨어 파괴방식을 사용하였다.

3.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
해야 한다. 2009년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이후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
여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국방부도 2010년 직할부대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
버전 전투능력을 강화를 대비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사이
버테러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 법률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4건의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
37)
38)
39)
40)

http://www.scribd.com/doc/15078953/Cyber-Threat-Posed-by-North-Kore-and-China-to -South-Korea-and-USForces-Korea (2015. 7. 26 검색)
http://www.scribd.com/doc/15078953/Cyber-Threat-Posed-by-North-Korea-and-China-to-South-Korea-and USForces-Korea (2015. 3. 2 검색)
매일경제, "3·20 해킹, 북한 정찰총국 소행", 2013. 4. 10.
Jenny Jun·Scott LaFoy,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A Report of the CSIS Korea Chair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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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이버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률이 다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긴급사태에 상당하는 사이버테러방지와 관련된 사건, 기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한
안보위협과 테러활동 즉,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의 발생을 방어하는 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규범 수립에 한국의
주체적 참여, 국가 간 신뢰구축 및 정보공유, 개발도상지역의 사이버안보 역량 구축 지원 등 국제적인 기술 협력,
범죄 단속 및 기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한국의 사이버안보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강구해
야 한다. 2009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Tallinn)에 있는 국제군사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센터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er of Excellence)가 사이버 전쟁에 적용되는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하여,
저명한 국제법 실무자와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였고, 이들이 논의한 끝에 2013년 봄에 ‘탈린 매뉴얼
(Tallinn Manual)’을 만들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픽쳐스사의 사이버공격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
하고 “비례적으로 (proportionally)” 대응할 뜻을 밝힌 것도 탈린매뉴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UN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GGE)에서는 사이버안보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규범문제
를 논의하고 있고, UN 제1위원회(군축)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구축 및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
도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규범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할 경우 형법상 외환의 장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북한과 국제 테러단체와의 연계
와 관련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에 대한 법제적 보완과 국제협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실험
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위협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
다. 따라서 사이버테러 방지 기본법의 제정과 국제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먼저 테러
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에 대한 기본 이념
을 정하고, 국가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 수립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기
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사이버 테러 및 안보를 위한 콘트롤 타워조직을 설치하는 근거에 대한 규정을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

V. 결론

테러는 근절되어야 하고 테러로 인한 피해는 조속히 복구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
예방과 피해회복은 분리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다. 테러와 관련된 법제는 기존의 법원칙과 다른 전제에서 제정되
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전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테러 양상이다. 테러는 예방을 우선으로 하면
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해서
는 안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 상의 각종 규정들이 명확성 원칙 등 기본권 침해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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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3조 제2항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러의 양상은 다양하므로 새로운 방법에 대한 테러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다양해야 한다. 현행 테러방지법
의 보완과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기본 입법과 국제적 공조체제를 협력을 통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법제도 정비에서도 해당 법률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밝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먼저 테러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사이버 안보에 대
한 전략 수립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사이버 테러 및 안보를 위한 콘트롤
타워조직을 설치하는 근거에 대한 규정을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사이버안보를 테러방지법의 한 분야로 취급
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영역을 전제로 관련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의 총괄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이 담
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사이버안보 정책의 성격도 범국가적 성격을 확실히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추진되었던 청와대 및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법제화하여 사이버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의 지위를 법률에서 국가안보실장 소속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안보실이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정책을 조정하고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을 보좌하는 형태를 형성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실무총괄기능은 적절한 기술적 역량과 일선의 실
무 경험을 보유한 동시에 사이버안보 문제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 최우선이나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고, 법률유보이론에 따른 법률의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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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제사회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제시하는 테러리즘의 정의(definition)에 대해, 1994년 유엔총회의 결의
49/60호로 넓은 합의를 하였고, 1999년 유엔총회의 결의 54/109호를 통하여 구체화된 합의를 하였다. 그러므로 국
제법에 있어서 테러리즘의 개념은 보편적 정의는 없어도 어느 측면에서는 일반화된 정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화․과학화 되고 있는 하이테크 테러(high-tech terror) 또는 하이테크 테러리즘(high-tech
terrorism)을 규율할 하이테크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국제법의 논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많
은 경우, 예컨대High-Tech Terror:Al-Qaeda's Use of New Technology1), High-tech terrorism2),하
1) Jarret M. Brachman, High-Tech Terror:Al-Qaeda's Use of New Technology,Th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30:2 Summer 2006.
2) 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Technology and the Law, High-tech terrorism, hearin
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Technology and the Law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United States Senate, One Hundredth C
ongress, second session ... May 19 and September 15,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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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 테러위협 요인에 대한 고찰3)등으로high-tech terror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high-tech terror는 High Technology Terrorism를 나타내는 용어로써 동의어로 여겨진다. 즉, 현대 과
학기술의 사용을 통한 테러리즘, 더 높은 또는 더 나은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행하는 테러리즘을 나타내는
의미이다.4) 따라서 오랜 동안 국제사회의 논의를 통하여 형성된 테러리즘의 정의와는 달리, 일반적 개념 또는 사
전적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행하는 각종 테러리즘의 범죄현상에 대한 특징을 용어로
나타내는 접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다. 이와 같은 접근의 측면에서, 1989년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기술 및
법률 소위원회, 첨단기술 테러리즘에 대한 대테러대사, L. Paul Bremer는 증언을 통하여 하이테크 테러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정의(definition)5)하고 있다.
하이테크 테러리즘(High Technology Terrorism)이란 테러리스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나 정
교한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잠재적으로 사용하는 것(the actual or potential use of advanced or
sophisticated technology by terrorists to achieve their objectives)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첨단기술이 사
용되지 않은 전통적 테러리즘과 비교하여, 현대의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행하는 각종 테러리즘을 지칭한 상대적 개
념이다. 예컨대 테러범들이 무인항공기 이용하거나, 핵무기 이용, 사이버 이용, 통신․전파 이용 등으로 테러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하이테크 테러리즘은 21C 형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이 갖고 있는 특징6)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21C 형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의 분산과 확산, 테러 대상범위의 초국가적 공간으로 확산 : 저렴한 국제여행과 현대 통신기술의
발달, 개인들의 네트워크화,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공동체 의식공유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7)
둘째 테러리스트의 목표와 이념의 중요한 변화 : 테러집단이 과거와 달리 민족주의가 종교적 주제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8)
셋째 테러리즘 방법의 진화 : 민간인에 대한 살상과 무차별 공격은 이제 실수나 예외가 아니고 일상적이고 고
의적 행위이며, 대량살상 무기사용으로, 폭력을 위한 폭력과 상징적 가치를 중히 여긴다.9)
이 연구의 대상은 실정법, 즉있는 법(lex lata)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연구방법은 법실증주의를 통하여 법
해석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네트워크화․국제화․다양화 되고 있는하이테크 테러
리즘의 유형,국제법 적용을 통한 대처방법, 테러범 및 지원국가에 대한책임과 책임 추구방법차례로 검
토하고자 한다.

박종훈, 하이테크 테러위협 요인에 대한 고찰,『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6호,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2009.1, pp.333-360.
United States, Congress, Senate, Subcommittee on Technology and the Law, supra note.2, pp.35-36.
ibid., p.33.
뉴테러리즘의 특징에 대해, 요구조건과 공격주체의 익명성,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성, 테러조직의 네트워크 조직에 의한 분산운영, 신종
대량파괴 무기이용 등으로 보는 견해(Kim Sung-han, U.S War against Terrorism and the Korean Peninsula,Korean Observations o
n Foreign Relations, Vol.4, No.1, June 2002, pp.111-112;한동만, 9․11 테러사건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국제법 동향과 실
무』, 2002, Vol.1, No.2 (통권 제2호), 외교부, p.16)도 있다.
7) Peter R. Neumann,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The rule of law as a guideline for German policy,Compass 2020, Friedrich-Ebe
rt-Stiftung, Berlin 2008, https://library.fes.de/pdf-files/iez/06063.pdf (검색일 : 2021.12.5), pp.3-5.
8) ibid.
9) ibid.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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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하이테크 테러리즘의 유형

1. 테러리즘 유형 일반

테러리즘(terrorism)은 국가의 개입여부에 따라 국내테러리즘(domestic terrorism)과 국가간테러리즘
(interstate terrorism), 국가테러리즘(state terrorism), 초국가테러리즘(transnational terrorism)으로 구분되고, 그 대
상의 보호표준에 따라 보호된 인원에 대한 테러리즘(terrorism against protected persons)과 비보호된 인원에 대한
테러리즘(terrorism against nonprotected persons)으로 구분할 수 있다.10) 또한 테러리즘의 발생시기에 따라 평시
발생 테러리즘(terrorism of peace)과 전시발생 테러리즘(terrorism of war)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 사용
여부에 따라 전통적 테러리즘(traditional terrorism)과 하이테크 테러리즘(high-tech terrorism)으로 구분할 수 있
다(연구자 임의분류).

2. 하이테크 테러리즘의 유형

가. 무인항공기에 의한 테러리즘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일반적으로인간조종사, 승무원 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항공기11)이며, 통칭으로드론(drone)으로 불리기도 한다.12)무인항공기(UAV)는 지상에서 원격제어 또는
완전 자율 시스템에 의해 비행하는 항공기이다.13)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4) ( 약칭, 드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
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
을 통제할 수 있을 것15))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비행장치16), 또는 무인항공기17), 그 밖에 원격ㆍ자동
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18)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0) 김명기, 『국제법원론』상, (서울:박영사, 1996), pp.758-759.
11) en.wikipedia, unmanned aerial vehicle,https://en.wikipedia.org/wiki/Unmanned_aerial_vehicle(검색일: 2021.11.28).
12)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無人航空機https://ja.wikipedia.org/wiki/%E7%84%A1%E4%BA%BA%E8%88%AA%E7%A9%BA%E6%A
9%9F (검색일 : 2021.11.28).
13) Cary, Leslie; Coyne, James. "ICAO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Circular 328". 2011-2012 UAS Yearbook - UAS: The Global
Perspective (PDF). Blyenburgh & Co. pp. 112–115; en.wikipedia, unmanned aerial vehicle,https://en.wikipedia.org/wiki/Unmanned
_aerial_vehicle(검색일: 2021.11.28).
14)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드론법 ), (법률 제16420호, 제정, 2019. 4. 30., 시행
2020. 5. 1), 제2조 제1항 제1호.
1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16)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여기서의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
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의미한다.』
17)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 『무인항공기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1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 : 『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
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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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법상의 드론(drone)의 개념은 일반적 의미의 무인항공기(UAV) 개념보다는 포괄적 의미이다.
무인항공기(UAV)는

전쟁․군사․항공사진․제품배송․농업․기상관측․치안

및

감시․기반시설검사․과학․밀수․테러리즘

(terrorism)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UAV)는 이제군대, 기업, 정부기관은 물론 심지어는 동
네 어린아이도 날리고 다닐 만큼 보편화됐다.19)무인항공기(UAV)는승무원, 생명유지 시스템 및 유인항공기의 설
계 안전 요구사항에 의해 방해받지 않20)음으로써, 상대적으로동급의 유인시스템보다 훨씬 더 큰 범위와 내구성
을 제공하여 현저하게 효율적일 수 있다.21)따라서 드론이나 무인항공기가 현대 인류사회에 유익하게 사용되는 경
우에는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테러리스트(terrorist)22)에 의해 이용될 경우 인류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무인항공기(UAV)는고해상 위성지도서비스인 구글어스(Google Eerth) 3차원 서비스23)및스마트 기
술의 발전(development of smart technologies)24),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될 4차원 기술 등과 융합될 경우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무인비행기 또는 드론은 이미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7
대 핵심기술 중 하나25)이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비례한다.
무인항공기(UAV)의 위험성 사례와 관련하여,2003년 1월 골프를 치던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 머리위로 초경
량 비행기가 날아 다녔다.26)
2014년 3월 두 대의 북한제 소형 무인기가 각각 파주시와 백령도에 추락하여 발견된 후 4월 삼척, 강원도
인제에서도 추가로 발견(된 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당초에는 북한(추정) 소형무인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여 명칭 역시 북한소형무인기로 변경되었다.27)이
때 발견된 추락한 드론에서 청와대 전경 및 군 시설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28)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따르면 10여 대의 드론이 (2019년) 9월 15일 토요일 새벽 3시 40분경 두 곳의 원유
생산 및 정제시설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생산 능력의 50% 가량이 축소되었다.29)
2011년 알카에다 추종자가 드론에 C4 폭탄을 장착하여 미국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
건이 발생하였다.30)
2021년 11월 13일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가 사제 드론에
뚫렸으며, 주요 시설들을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31)

19)
20)
21)
22)

이경원,무인기가 불러일으킨 윤리적․법적 문제들,『이달의 신기술』, Vol.49(2017년 10월), 산업통상부, 2017.10.5, p.80.
John F. Guilmartin, unmanned aerial vehicle, https://www.britannica.com/technology/unmanned-aerial-vehicle(검색일 : 2021.11.28).
ibid.
2018년 테러리즘에 의해 사망자 수는 전세계적으로 7,916명이다(박준석,국내 국가중요시설 드론․무인 항공기 테러공격 대응방안,
『대테러연구』, 제42호(2019년),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대테러기획계, 2019.12.31, p.171).
23) 박종훈, 앞의 논문, p.342.
24) en.wikipedia, unmanned aerial vehicle.
25) 박보라,사우디에서 드러난 드론 테러의 위험,『이슈브리프』, 통권 151호 (2019.10.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1.
26) 박종훈, 앞의 논문, p.338.
27) 나무위키,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https://namu.wiki/w/%EB%B6%81%ED%95%9C%20%EB%AC%B4%EC%9D%B8%EA%B8%B0%20%E
C%B6%94%EB%9D%BD%EC%82%AC%EA%B1%B4(검색일 : 2021.11.28).
28) 박보라, 앞의 논문, p.3.
29) 박보라, 위의 논문, p.1.
30) 박보라, 위의 논문, p.2.
31) 서울신문, 국가 중요시설 인천 LNG기지 드론에 뚫렸다,2021.11.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1010
001&wlog_tag3=daum (검색일 :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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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테러리즘(nuclear terrorism)

방사능사고는 1986년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32) 및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
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33)에서 보듯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재앙적 수준이다. 인류에게 재앙적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원자로(nuclear reactors)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주요한 위험(the main dangers)은 핵확산
(nuclear proliferation) 과 핵테러(nuclear terrorism)이다.34)이 중 핵테러는 다양한 형태의 핵무기(nuclear
weapons) 및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s)을 이용35)함으로써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1996년, 국제법의 최고 권위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
이 일반적으로 국제법 규칙에 위배된다36)는 결론을 내렸다.37) 이 경우, 핵무기는 테러무기이며,38)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이 그 어떤 사유로 정당화되더라도 정부나 비국가단체에 의한 테러를 구성한다.39)
2005년 유엔의 핵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제2조40)에 의하면, 핵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
다. 핵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은누군가가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상해를 일으킬 의
도로,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줄 의도로,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 국제기구 또는 국가로 하여금 행위
를 하거나 삼가도록 강요할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41)를 의미한다.
핵테러리즘과 관련, 테러리스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형태는 다음과 같다.

* 형태 분류
『a) 핵분열 물질을 훔치거나 구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고 조잡한 핵폭탄을 제조하는 경우.
b)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훔치거나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또는 핵무장 잠수함, 비행기 또는 기지를
인수하거나 접수하는 경우.
c) 원자로 또는 폐기물 연료 냉각 저류지를 공격하는 경우.
d) 원자로의 안전한 작동을 위한 중요한 입력(예: 냉각용 물공급, 전력공급 시스템)을 방해하는 경우.
e) 운송 중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연료 또는 폐기물 용기를 공격하거나 훔치는 경우.
f) 방사성 물질을 퍼뜨리기 위해, 방사능 무기 또는 더러운 폭탄을 만들고 폭발시키는 경우』42)

치명적이거나 냉각재 손실(loss of coolant)을 목표로 하는 테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원자로나 사용후
핵연료 저류지(spent fuel pond)를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원자력사전, 체르노빌 원전사고(Chernobyl accident),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98XXXKNEA182(검색일 : 2021.11.28).
다음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17(검색일 : 2021.11.28).
Tilman Ruff, Nuclear Terrorism,http://energyscience.org.au/FS10%20Nuclear%20Terrorism.pdf(검색일 : 2021.11.30).
ibid.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8 July 1999, ICJ
Reports (1996), p.226. www.icj-cij.org/icjwww/icases/iunan/iunanframe.htm
37) Tilman Ruff, supra note.34.
38)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mission. Weapons of Terror: Freeing the World of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Arms,
Stockholm, Sweden, 1 June 2006, www.wmdcommission.org.
39) Tilman Ruff, supra note 34.
40) United Nations 2005,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art.2.
41)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Nuclear terrorism,https://en.wikipedia.org/wiki/Nuclear_terrorism(검색일 : 2021.11.28).
42) Tilman Ruff, supra note. 34.
32)
33)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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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분류
『a) 고폭탄을 실은 트럭이나 경비행기가 시설의 중요한 부분 근처에서 폭발하는 행위.
b) 하이재킹된 상업용 항공기를 원자로 건물이나 사용후핵연료 저류지로 추락시키는 행위.
c) 소형 무기, 포, 미사일로 시설을 공격하여 점거하는 행위.
d) 침투 또는 내부 사보타주를 사용하는 행위.
e) 원자로의 전원 또는 물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
f) 사용후핵연료 저류지에서 물을 빼내는 행위.』43)

알카에다(Al-Qaeda),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지하드(jihad/jehad), 하마스(HAMAS), 북 코카서스 테러리스
트(North Caucasus terrorists), 옴진리교(Aum Shinrikyo)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방사능
오염장치44) 및 급조핵폭발장치45)를 이용한 테러행위를 감행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핵물질 관련, 사건(Incidents involving nuclear material)을 관리하고 있는,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된 정보에 의하면, 핵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불법 밀매, 절도, 손실 및 기타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지
속적인 문제46)를 보여주고 있다.47) IAEA 불법 핵 밀매 데이터베이스는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 또는 플루토늄 밀매와 관련된 18건의 사건을 포함하여 지난 12년 동안 99개국에서 1,266건의 사건을 보고했
다.48)IAEA에 의해 확인된 고농축 우라늄(HEU) 및 플루토늄의 도난 또는 분실 사건은 18건이나 있었다.49)
가장 손쉬운 테러방법은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사이버공격을 가하여 시스템 오류나 통제
시스템 재프로그램화 등을 통하여 누출사고 및 파괴 등을 조장하는 것이다.50)실제로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51)2015년 4월 22일 오전, 도쿄 치요다구 아베 총리관저 옥상으로 방사성
물질을 싣고 추락한 드론 발견된 사례52)도 있다.2007년 11월, 의도를 알 수 없는 강도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인근의 펠린다바 핵 연구 시설에 잠입했다. 강도들은 시설에 보관된 우라늄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탈
출했다.53)또한2007년 6월,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아드난 굴샤르 엘 슈크리주마
(Adnan Gulshair el Shukrijumah)라는 이름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이름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핵폭탄
을 폭파시키기 위한 전술계획을 개발한 작전 책임자라고 한다.54)이렇듯 이제 핵은 언제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노
출되어 있다.

43) ibid.
44) 방사능오염장치란미 국토안보국의 정의에 따르면 핵폭발의 발생없이 방사능물질을 의도적으로 확산, 오염시키는 장치를 뜻하며, 여기
에는방사능살포장치(RDD)나 더티밤(Dirty Bomb)이 이에 해당한다(김대수, 핵 및 방사능테러 위협 동향,『합참』, 제72호(2017년 7
월), 합동참모본부, 2017.7.31, p.104).
45) 급조핵폭발장치(IND)란고농축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등 핵분열물질을 이용하여 원폭효과를 내는 목적으로 급조한 폭발장치를 의미하
며,미 국토안보국에서 규정한 개념에 의하면 핵무기를 가진 정부로부터 구입 또는 절도 등을 통해 입수한 불법 핵무기까지 포함한다(김
대수, 위의 논문, p.106).
46) IAEA, Illicit Trafficking Database (ITDB) Archived 2014-11-05 at the Wayback Machine p. 3.
47)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Nuclear terrorism.
48) Bunn, Matthew. "Securing the Bomb 2010: Securing All Nuclear Materials in Four Years" (PDF).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49) Bunn, Matthew & Col-Gen. E.P. Maslin (2010). "All Stocks of Weapons-Usable Nuclear Materials Worldwide Must be Protected Again
st Global Terrorist Threats" (PDF).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50) 김대수, 위의 논문, p.109.
51) 디지털데일리, 산업부 “원전 사이버공격, 안전에는 이상없어”…정부, 22·23일 종합점검,2014.12.22 08:47:44, https://www.ddail
y.co.kr/news/article/?no=125858(검색일 : 2021.11.28).
52) 박준석, 앞의 논문, p.175 : 김대수, 앞의 논문, p.109.
53) "IOL - Pretoria News". IOL ; Washington Post, December 20, 2007, Op-Ed by Micah Zenko ;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Nuclear terrorism.
54) "Feds Hoped to Snag Bin Laden Nuke Expert in JFK Bomb Plot". Fox News. June 4, 2007: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Nuclear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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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이버를 이용한 하이테크 테러리즘

만일사이버 공간(cyberspace)에서 어떤 사건이 테러(terror)를 유발할 수 있다면 사이버 테러
(cyberterrorism)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55) 또한 그러한 행위의 영향 또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
서는 사이버 테러(cyberterrorism)에 대한 두려움(the fears)은 매우 현실적이다.56)일반적으로사이버 테러에 대
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테러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57)따
라서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기관과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사이버 테러(Cyberterrorism)란폭력의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계획적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58)을 의미한다.59)이 경우 사이버 테러(Cyberterrorism)는상황에 따라 사이버범죄
(cybercrime), 사이버전쟁(cyberwar) 또는 일반 테러(ordinary terrorism)와 상당히 겹칠 수 있다.60)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사이버 테러의 개념에 대해, 정보,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
한 계획적이고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공격으로, 지역그룹이나 비밀요원에 의해 비전투 목표물에 대한 폭력을 초래
하는 모든 공격61)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웜, 피싱, 악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방법, 프로그래밍 스크립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를 의
도적으로 대규모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모두 인터넷 테러62)의 경우이다.
미국 중요 기반시설 보호위원회(U.S. Commission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에 따르면, 사이버
테러리스트(cyberterrorist)의 가능한 표적에는 은행, 산업, 군사시설, 발전소, 항공교통 관제센터 및 수도시스템이
포함63)된다.

사이버테러리즘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은 정교하고 집중된 침투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훔칠 의도로 일정 기간 동안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다. APT 공격의
일반적인 대상은 국방, 제조, 금융 산업과 같이 고가치 정보를 보유한 조직이다.

55)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 Cyberterrorism,https://en.wikipedia.org/wiki/Cyberterrorism, 검색일 : 2021.11.30).
56) Gross, Michael (2016).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cyber terrorism".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72
(5): 284–291. Bibcode:2016BuAtS..72e.284G. doi:10.1080/00963402.2016.1216502. PMC 5370589. PMID 28366962.; Wikipedia, ibid.
57) Wikipedia, ibid.
58) Katie Terrell Hanna, Kevin Ferguson & Linda Rosencrance,  Definition of Cyberterrorism,https://www.techtarget.com/searchsecuri
ty/definition/cyberterrorism(검색일 : 2021.11.30).
59) Wikipedia는Cyberterroris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 Cyberterrorism,https://en.wikip
edia.org/wiki/Cyberterrorism, 검색일 : 2021.11.30). : 『사이버테러리즘은 위협이나 협박을 통해 정치적 또는 이념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여 인명 손실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거나 위협하는 폭력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Cyberterrorism is
the use of the Internet to conduct violent acts that result in, or threaten, the loss of life or significant bodily harm, in order to achieve
political or ideological gains through threat or intimidation.). 』;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사이버테러리즘
에 대해,컴퓨터 또는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악용하여 공포를 유발하거나 사회를 위협하여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파괴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사이버 공격(Katie Terrell Hanna, ibid.: "a cyber attack using or exploiting computer or communication network
s to cause sufficient destruction or disruption to generate fear or to intimidate a society into an ideological goal.")으로 정의하고 있다.
60) Victoria Baranetsky, "What is cyberterrorism? Even experts can't agree, Harvard Law Record, 2009. 11.5, https://web.archive.org/we
b/20091112093639/http://www.hlrecord.org/news/what-is-cyberterrorism-even-experts-can-t-agree-1.861186( 검색일 : 2021.11.30).
61) Wikipedia, supra note. 59.: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defines cyberterrorism as any "premeditated, politically m
otivated attack against information, computer systems, computer programs and data which results in violence against noncombatant ta
rgets by subnational groups or clandestine agents."』
62) Clay Wilson,Botnets, Cybercrime, and Cyberterrorism: Vulnerabilities and Policy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tress, 2008.1.2
9,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080129_RL32114_8294aa43128813e53c36b477045759f64165868c.pdf(검색일 : 2021.11.30).
63) Katie Terrell Hanna, Kevin Ferguson & Linda Rosencrance, supra not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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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바이러스, 웜 및 맬웨어(malware)는 정보기술(IT)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유틸리티,
운송시스템, 전력망, 중요 기반시설 및 군사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
• DoS 공격은 합법적인 사용자가 대상 컴퓨터 시스템, 장치 또는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중요한 인프라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해킹 또는 무단 액세스 획득은 기관, 정부 및 기업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훔치려고 한다.
• 맬웨어(malware)의 일종인 랜섬웨어(Ransomware)는 피해자가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 데이터 또는
정보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있다.
• 피싱공격(Phishing attacks)은 대상의 이메일을 통해 정보수집을 시도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액세스하거나 피해자의 ID를 도용한다.』64)

사이버 테러리즘(cyberterrorism)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대중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해커가 동의하지 않는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웹사이트 중단행위
• 군사기술을 제어하는 신호를 비활성화하거나 수정하는 무단 액세스 행위.
• 도시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하고, 공중보건의 위기를 발생시키고,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공황과 사망을 야기하는 주요 기반시설 시스템에 대한 중단의 경우, 예컨대, 사이버 테러리스트는
정수장을 목표로 삼거나 해당 지역의 정전을 일으키거나 정유시설 또는 파이프라인을 중단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경쟁 국가의 정보통신을 감시하고, 군대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전쟁에서 전술적 이점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이버 첩보활동의 경우』65)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전략 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정부기관, 국
방 및 하이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한 90건의 사이버 공격과 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제범죄를 확인했다.66)
특히, 2013년부터 한국은 국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교한 조사를 통해
사이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한국의 모든 조직은 앤대리엘(AndAriel)에 취약한 것67)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최고의 해커로 선발된 이들은 젊고 특히
사이버전 훈련을 받고 선발되고 있다.68)IQ가 높은 북한 청소년들은 중앙 및 도 소재지 제1중학교(영재학교), 평양
제1중학교, 금성 1․2 중학교의 컴퓨터 영재반에 입학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
책공업종합대학, 평양 컴퓨터과학대학, 평양 이과대학, 총참모부의 미림대학, 정찰총국의 복명대학(구, 모란봉대학),
인민무력성 국방대학에 입학하여 6년 전문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전원 중국 선양 등 외국유학을
보내서모든 유형의 맬웨어를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서버에 배포하도록 훈련69)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귀국 후에는 대부분 해킹전문부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4)
65)
66)
67)
68)
69)

ibid.
ibid.
ibid.
Wikipedia, Lazarus Group,https://en.wikipedia.org/wiki/Lazarus_Group (검색일 : 2021.11.30).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 Cyberterrorism.
BBC News, "Drugs, arms, and terror: A high-profile defector on Kim's North Korea," 2021-10-10; South China Morning Post,
"How barely connected North Korea became a hacking superpower," 1 February 2018 ; Wikipedia, Lazaru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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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3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에 의하면.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라자루스
(Lazarus), 블루에노로프(Bluenoroff), 앤대리엘(Andariel) 등 북한 해킹그룹 3곳을 특별 제재대상(SDN)으로 지정
했다고 보도했다.70)2021년 5월, 한국 국민의힘(The People Power Party) 의원(lawmaker)은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서Kimsuky71)(김숙이)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72)

라. 통신ㆍ전파교란을 통한 하이테크 테러리즘

통신․전파교란을 통한 하이테크 테러리즘은 테러범들이 통신 또는 전파교란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전파교란(radio disturbance)이란 초고주파 에너지를 방사함으로써 특정 주파수나 전
파의 사용을 방해하는 형태 또는 허위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기만 형태의 전파를 송신하는 것73)을 의미한다.
전파교란은 전파방해(jamming)74), 전파혼신75), 전파간섭(Electronic Interference)76) 등과 유사하지만 엄밀한 의미
에서는 구분된다.77)
테러범들이 통신전파 교란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할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010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1차), 2011년 3월 4일부터 14일까지(2차), 2012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3차),서해안 일부 지역
에서 몇 시간 동안 GPS 신호 수신이 중단78)되었고, 국방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하였다.79)2012년 5월 18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이사회 의장 명의 서한을 통해 유해한 GPS 교란신호가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발생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측에 요청한 바 있다.80)이는4. 28. - 5. 13. 간 북한 발 GPS

교

란신호 발생으로 인해 총 16개국 다수의 민간항공기의 GPS 장치 교란81)행위 피해 때문이다. 그 밖에도2010
년 초 미국 뉴저지주 Newark 공항에서는 GBAS(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 기반의 첨단 착륙 유도장
비가 며칠 간 한 두 차례 고장을 일의켰다.82)항공기는 많은 승객이 탑승할 뿐만 아니라 지상의 유인시설에 추
락할 염려가 있고, 특히 국가 중요시설에 유도된 테러가 자행될 수 있다.

70) 파이낸셜뉴스,미 재무부, 북한 해킹그룹 3곳 제재대상 지정,2019.9.14.
71) Kimsuky(Velvet Chollima 및 Black Banshee라고도 함)는 남한의 싱크탱크, 산업체,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 남한 통일부를 스파이 목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북한의 지능형 지속적 위협 그룹이다(Wikipedia,Kimsuky,https://en.wikipedia.org/wiki/Kimsuky (검색일 : 2021.11.30).
72) Onchi, Yosuke (June 18, 2021). "North Korean hack targets South's nuclear power research". Nikkei Asian Review. Archived from th
e original on June 18, 2021.
73) TTA정보통신용어사전, 전파방해,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55XXXXX11311 (검색일 : 2021.12.2.).; 최용석, GPS 전
파교란 : 전파장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THE SCIENCE &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2, p.45.
74) 전파 방해(jamming)란 레이다 신호를 많이 감추기 위해 또는 나쁜 여파로 하기 위해 레이다의 수신대역내의 주파수로 송신된 방해신호로서,
전형적인 것으로 하여 잡음적 신호를 쓴다(전기 전자 공학 대사전, 재밍,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56XX33712013, 검색일
: 2021.12.2).전파방해는 적의 감지를 방해하는 기술에서 은밀한 기만과 유인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TTA정보통신용어사전, 전파방해).
75) 전파혼신이란 위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파신호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 이후 체계적인 대
응을 위해 작년(2015)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11개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추진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
즉 위기 대응 경보단계 : 관심-주의-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서울신문, 정부 “GPS 전파혼신 ´주의´ 단계 발령,
북에서 발생 추정,2016-03-31 20:46,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31500281, 검색일 : 2021.12.2).
76) 전파간섭(Electronic Interference)이란 동일한 주파수의 파동이 합성되거나 상쇄될 때 나타나는 현상 혹은 타 전파에 의하여 전자 장비
에 불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혼란(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전파간섭,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
w/196XXXXX11454 (검색일 : 2021.12.2)을 의미하며, 전기적 간섭이란 전자기적 에너지를 방사하도록 고안되지 않은 전기적 장치의
운용에 의해 생기는 간섭을 의미한다(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전파간섭.).
77) 최용석, 앞의 논문, P.45.
78) 최용석, 위의 논문, p.47 ; 임덕원, GPS 전파교란 피해사례와 감시기술 동향,『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1권 제1호(2013), 한국항
공우주연구원, 2013, p.170.
79) 김종대,서해안 GPS 수신 오류 사건,『디앤디포커스』, 통권 제32호 (2010년 10월), 디앤디포커스, 2010.9.25, PP.44-46.
80) 국토해양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북한의 GPS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2012.7.6.
81) 국토해양부, 위의 보도자료.
82) 임덕원, 앞의 논문,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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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군은 미국의 주력 유도탄인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의 정밀
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GPS 교란기를 사용하였다.83)
2011년 12월 4일 이란 영공에서 추락한 미국 무인정찰기 드론(RQ-170)은 이란 전자전 특수요원들이 방해전
파를 이용해 착륙시킨 것이라고 한다.84)이와 같이 다양한 사례가 설명해 주듯,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고의로 통신 또는 전파교란 행위를 통하여 언제든지 다양한 국가 중요시설과 중요인물을 대상으로 테러행위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

III. 국제법 적용을 통한 대처방법

테러리즘(terrorism)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통한 대응방법은 이를 규율할 각종 협약 등 국제법의 법원
(the source)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비국가행위자(non state actor)가 유발한 테러행위로 인하여 발생되
는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비대칭전쟁(asymmetric warfare)을 규율할 실정법의 부재에 대한 한계도 함께 존재한다.
각종 테러행위에 대응하는 조약을 통한 해결은 평화적 방법을 담고 있지만이들은 관련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만 구속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엄격히 상호적인 면에서만 구속한다85)는 한계가 있다. 즉 적용상
보편성이 없다.86)또한테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규범은 부분적이며, 날로 다양화되고 국제화․대규모화 되
어 가고 있는 테러행위를 규율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87)그리고,각 협정들은 테러의 한 양태나 방식만을 규
율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는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88)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동대응 등을 내용으로 한 접근은 대부분 soft law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89)이에 반해, 무력사용에
관한 강제적 대응은 대부분 조약보다는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지만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근
거를 두고 있으므로, 모든 주체를 관할하는 보편성이 있다.90)
일반적으로 테러리즘(terrorism)이 평시91)에 발행한 경우에는 전쟁법(law of war, jus in bello)92) 또는 무력충
돌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시법(law of peace)으로써, 당사국이 가입한 양자조약․다자조약이 먼저 적용되고,
다음으로 해당 조약이 없을 경우 일반법 또는 보충법이 적용된다.93) 예컨대 1966년 인권규약B(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6조 제1항94), 1950년 유럽 인권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2조 및 제3조95), 1969년 미주인권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4조 및 제5조, 제7조 제1항,96) 1972년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UN. GAR,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임덕원, 위의 논문.
최용석, 앞의 논문, p.46.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465.
ibid.
최희덕, 9.11. 테러사태와 국제법,『국제법 동향과 실무』, 2002, Vol.1, No.1(창간호), 외교부, p.82.
최희덕, 위의 논문.
최희덕, 위의 논문.
Antonio Cassese, supra note.85, p.465.
평시는 평시법이 적용되는 상태로써, 국제적․비국제적 전쟁법 또는 무력충돌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1907년 육전규칙(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제22조, 1949년 제네바협약 IV. (Geneva Conventio
n IV) 제33조.
93) 김명기, 앞의 책, p.757;김대순, 앞의 책, p. 1573.
94)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art.6 (1).
95)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rts.2. 3.
96)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s.4, 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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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97), 1969년 적십자 이스탄불 선언(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Resolution 19)98) 등의
인권법이 보충 적용된다.99)테러리즘이 전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전시100)에 관한 전쟁법 또는 무력충돌법이 선행적
으로 적용되게 된다.101)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 테러리즘에 대응하여 발생된 무력공격은 전쟁법(jus in bello)
적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비대칭 행위자가 유발한 테러결과에 대해 지원 국가를 상대로 행한 무력공격에서,
비대칭 행위자가 정전법(jus ad bellum)의 대상이 되는지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1. 국제연합의 결의

가. 국제연합 총회 결의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
다102)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 내의 테러행위를 조직․선동․지원 또는 참여하거나 그
러한 행위가 무력 위협 또는 행사와 결부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자행하기 위한 자국 영역 내의 조직적 행위를
묵인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103)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에 대한 유엔총회(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차원의 근
절대책(Measures to eliminate)은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1972년 27차 유엔총회 의제에 포함되어 시작하였으며,
이때 유엔총회는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테러특별위원회(the Ad Hoc Committee on International
Terrorism)를 설립하기로 결정104)하였고, 유엔총회는 매 2년마다 이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105)유엔총회에서의 선
언은 국제법상 보편적․법적 구속력과 개별국가의 이행의무 부담은 없다. 그러나 국가들에게 정치적․도덕적 구속력
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감은 클 것이며, 또한 이는 국가사회의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다.
1985년 12월 9일 제40차 유엔총회는 총 15개 항으로 구성된,국제테러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결
의 40/61(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Measures to Prevent International Terrorism)106) 을 채택하
여,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근본적인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국제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비참, 좌절, 불만, 절망 속에서 일부 사람들이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을 포함하여, 인명을 희생하게
하는 테러리즘과 폭력행위의 근본원인에 대한 연구107)을 담고 있다. 특히, 제1조는국가 간의 우호관계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누가 행하든, 어디서 행하든, 모든 테러 행위, 방법 및 관행을 범죄로 명
백히 규탄108)(Unequivocally condemns, as criminal, all acts, methods and practices of terrorism wherever
9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034.
98)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Resolution 19(Istanbul Declaration).
99) 김명기, 앞의 책, p.757.
100) 전시는 국제적․비국제적 전쟁법 또는 무력충돌법이 적용되는 상태로써, 평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101) Edward F. Mickolus,An Events Data Base for Analysis of Transnational Terrorism,in Richards J. Heuer(ed.), Quantitative Approac
hes to Political Intelligence(Bould : Westview, 1978), p.129;김명기, 앞의 책, p.758.
102)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2.(4).
10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48 (1992) [Libyan Arab Jamahiriya], https://www.refworld.org/docid/3b00f16718.html (검색일 : 2021.12.3).
104) UN. Resolution 3034 (XXVII).
105)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Sixth Committee (Legal) — 69th session,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Ag
enda item 107) :Summary of work, https://www.un.org/en/ga/sixth/69/int_terrorism.shtml (검색일 : 2021.12.2).
106) UN. A/RES/40/61, 9 December 1985, https://unispal.un.org/DPA/DPR/unispal.nsf/0/2F6FF235ADA9974B85256DCC006C00A2(검색일 : 2021.12.2).
107) 원문은 다음과 같다. : 『40/61. Measures to prevent international terrorism which endangers or takes innocent human lives or jeop
ardizes fundamental freedoms and study of the underlying causes of those forms of terrorism and acts of violence which He in mise
ry, frustration, grievance and despair and which cause some people to sacrifice human lives, including their own, in an attempt to eff
ect radic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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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y whomever committed, including those which jeopardize friendly relations among States and their
security)하고 있다. 또한 제2조는테러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인간생명 손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109)(Deeply
deplores the loss of innocent human lives which results from such acts of terrorism)하고 있다. 1994년 12월
유엔총회는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원칙을 공포하는 국제테러리즘의 근절에 관한 선언(GA/RES/49/60)을 채
택하여 여하한 형태 또는 목적의 테러리즘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하고, 1996년 12월 유엔총
회결의 21/210으로 테러리즘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Terrorism)를 설치하여, 국제테러리즘의 억제
를 위한 국제협약의 보완과 신협약의 성안 등의 활동을 통해 테러리즘 진압의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
다.110)

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유엔총회(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the Security
Council)의 국제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에 대한 대응책도 또 다른 평화적 대응방법에 해당한다.111)즉,
안보리가 테러행위를 지원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테러행위에 참여하는 국가를 상대로 또는 중앙집중적인 대응
조치를 권고하거나 채택하는 경우112)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리즘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국제
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113)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
한 조치)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다.114)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개별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
며,115)이는 유엔헌장 제25조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116)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1년 9월 28일 결의 제1373호를 채택하여,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들이 각자의 법제도 내에서 테러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
치에 관한 엄격한 의무를 마련하고 있다.117)이러한 안보리의 결의는 9.11 미 테러사건 이후 마련된 것이다. 구
체적 사건에 대한 의미있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1990년 결의 678(이라크 전쟁),118)1992년 결의 748(리비아 제
재), 1999년 결의 1267, 2000년 결의 1333, 9.11 미 테러사건과 관련한 2001년 결의 1368119)과 1373120), 137
7121) 및 1378122), 2002년 결의 1390, 2003년 결의 1445와 1456, 2004년 결의 1535 등이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535는,언제, 누구에 의하든, 동기에 관계없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
협 중 하나로,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123)하고 있다.

108) ibid., 1.
109) ibid., 2.
110) 이용일, 국제테러리즘관련 국제협약,『국제법 동향과 실무』, 2002, Vol.1, No.2 (통권 제2호), 외교부, p.11.
111) Antonio Cassese, supra note. 85, p.468.
112) ibid.
113)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24.
114) ibid.
115) 박재영, 『유엔과 국제기구』(서울:법문사, 2012), pp.482-483.
116)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25.
117) Antonio Cassese, supra note.85, p.468.
118) UN. SC, S/RES/678(Nov.27, 1990).
119) UN. SC, S/RES/1368(Sep.12, 2001).
120) UN. SC, S/RES/1373(Sep.28, 2001).
121) UN. SC, S/RES/1377(Nov.12, 2001).
122) UN. SC, S/RES/1378(Nov.14, 2001).
123) UN. S/RES/1566 (2004) Security Council Distr.: General 8 October 2004, http://unscr.com/en/resolutions/1566#:~:text=Resolution%
201566%20Threats%20to%20international%20peace,and%20security%20caused%20by%20terrorist%20acts (검색일 : 2021.12.5). : 『1.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all acts of terrorism irrespective of their motivation, whenever and by whomsoever committ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threats to pea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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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약

테러리즘(terrorism)에 대응하는 국제협약이 존재할 경우, 그에 대한 1차적 법원은 당사국 가입한 협약
또는 조약이 된다.

가. 유엔
a) 1945년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b)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의정서(Geneva Conventions of 1949124) and 1977 Protocol 1125))

나. 테러리즘에 관한 개별협약
a) 1997년 폭탄테러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126))
b) 1999년 테러자금 조달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127))
c) 1979년 인질억류 방지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128))

다. 항공기 납치방지 협약
a) 1963년 동경협약(Tokyo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129))
b) 1970년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130))
c) 1971년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131))
d) 1988년 몬트리올협약 보충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132))
e) 1991년 ICAO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133))

124)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1949.8.12. https://www.icrc.org/en/doc/assets/files/
publications/icrc-002-0173.pdf (검색일 : 2021.12.3).
125)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 and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1), h
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ProtocolI.aspx (검색일 : 2021.12.3).
126)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New York, 15 December 1997), https://www.unodc.org/docume
nts/treaties/Special/1997%20International%20Convention%20for%20the%20Suppression%20of%20Terrorist.pdf (검색일 : 2021.12.3).
12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N. 1999, https://treaties.un.org/doc/db/Terrorism/english
-18-11.pdf (검색일 : 2021.12.3).
128) https://www.unodc.org/documents/treaties/Special/1979%20International%20Convention%20against%20the%20Taking%20of%20Hostage
s.pdf (검색일 : 2021.12.3).
129)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SIGNED AT TOKYO ON 14 SEPTE
MBER 1963 Entry into force, https://www.icao.int/secretariat/legal/List%20of%20Parties/Tokyo_EN.pdf (검색일 : 2021.12.3).
130) Hagu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ON 16 DECEMBER 1970, https://www.state.gov/wp-content/
uploads/2019/03/149-Hostage-Convention.pdf (검색일 : 2021.12.3).
13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Montreal September 23, 1971, https://2
017-2021.state.gov/wp-content/uploads/2019/03/168-Sabotage-Convention-508.pdf (검색일 : 2021.12.3).
132)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n 23 September 1971, htt
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03/169-Airport-Protocol-508.pdf (검색일 : 2021.12.3).
133)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on 1 March 1991, https://www.mcgill.ca/iasl/files/iasl/
montreal1991.pdf (검색일 :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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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핵관련 협약
a) 1979년 핵물질방호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134))
b) 2005년 핵테러 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135))

마. 해양안전 협약
a) 1988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136))
b)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137))

바. 국제적 보호인물 방지협약과 MEX협약
a)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방지․처벌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138))
b) 1991년 MEX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139))

사. 지역협정
a) 1947년 리오조약(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140))
b) 1949년 와싱턴조약(NATO's North Atlantic Treaty141))
c) 1977년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142))
d) 1971년 테러행위 방지 및 처벌을 위한 미주기구 협약(OAS,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he
Acts of Terrorism Taking the Form of Crimes Against Persons and Related Extortion that are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143))

134)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 Date of adoption: 26 October 1979, https://www.iaea.org/sites/
default/files/infcirc274r1.pdf (검색일 : 2021.12.3).
135)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UN 2005, https://treaties.un.org/doc/db/Terrorism/english18-15.pdf (검색일 : 2021.12.3).
136)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dopted 10 March 1988; Entry into forc
e 1 March 1992; 2005 Protocols: Adopted 14 October 2005; Entry into force 28 July 2010, https://www.imo.org/en/About/Convent
ions/Pages/SUA-Treaties.aspx (검색일 : 2021.12.3).
137) https://imli.org/wp-content/uploads/2021/03/Brajic-nee-Diaz-Medina-Liliana.pdf (검색일 : 2021.12.3).
138) https://legal.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9_4_1973.pdf (검색일 : 2021.12.3).
139) https://www.mcgill.ca/iasl/files/iasl/montreal1991.pdf (검색일 : 2021.12.3).
140) http://www.oas.org/juridico/english/Treaties/b-29.html (검색일 : 2021.12.3).
141) The North Atlantic Treaty, Washington D.C. - 4 April 1949, https://www.nato.int/cps/en/natolive/official_texts_17120.htm (검색일 : 2021.12.3).
142) https://rm.coe.int/16800771b2 (검색일 : 2021.12.3).
143) https://www.oas.org/juridico/english/Treaties/a-49.html (검색일 :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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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책임과 책임추구 방법

1. 국가책임과 개인책임

가. 국가책임

일반적으로국제관계는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주체의 법적 이익을 다른 법인격체가 침해하면 특
정한 법체제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책임이 발생한다.144)여기서의국제책임(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
y)145)은 전형적인 법주체인 국가에 관한 문제이며, 본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법인격체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이
다.146)이 경우, 테러지원국에 관하여는 독립국가나 국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또한국가책임의 본질은 국내법상의 불법행위론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책임은 조약위반과 다른 법적 의무위반
이 모두 관련된다.147)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책임의 범위는 그 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148), 증
거법 원칙의 적용, 묵인과 금반언의 존재, 재판회부 합의의 성격, 관련된 실체법 규칙이나 조약 조항의 정확한 성
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149)
특히, 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 여부는국제법위원회(ILC)가 2001년도 최종 채택하고 유엔총회에 제출한 국가
책임초안150)이 soft law로서 이 분야 논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151)따라서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
(every internationally wrongful act)는 a)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며, b) 국가의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
우,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152)

(1) 의무위반국의 국가책임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원칙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의 영역 내에서 국제테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원칙은 1992년 3월 31일 리비아 제재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제748호
로 재확인되고 있다.153)어느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단순히 지원․묵인하고, 그러한 행위가 타국을
상대로 하는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와 결부되는 경우, 해당 국가는 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선언이 분명히 함축하고 있다.154)특히, 모든 국가는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위해 자국 영토가 이용되
도록 고의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155)따라서 모든 국가는자국의 영토를 테러의 기지로 방치

144)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Oxford:Clarendon, 2008), p.433.
145) 국제책임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그 정의에 의하여 국제법의 주체만이 부담할 수 있다(김대순, 앞의 책, p.682).
146) Ian Brownlie, supra note. 144, p.433.
147) ibid., p.435.
148) 이 경우 피해국의 입증의 원칙과 책임의 원칙 간에는국가가 자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행된 불법행위
와 불법행위자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 책임을 야기하지도 않으며, 입증책임을 전환시키지도 않는다(ibi
d., p439).그러므로 가해국의 묵인과는 별도로 위법사실을 알고 있던 점이 간접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족하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사실의 추론을 통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ibid.)족하다.
149) ibid., p.442.
150)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t its fifty-thir
d session (2001), https://www.refworld.org/docid/3ddb8f804.html (검색일 : 2021.12.5).
151) 최희덕, 앞의 논문, p.80.
152)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ts.1, 2.
153) Antonio Cassese, supra note.85, p.471.
154) ibid.
155) ICJ, Reports (1949), 18, 22.; Ian Brownlie, supra note.144, p.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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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되며, 테러단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156)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테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피해국은 그 국가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외교적 보
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만약, 이러한 위반이 특히 중하다면,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정당방위가 가능한 무력
공격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57)

(2) 테러지원국의 국가책임
어느 국가가 국제법상 테러행위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테러행위를 조직적으로, 또는 고의로 지원하는 경
우에는 그 국가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테러리즘은 어느 국가의 직․간접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국가가 직접 배후에서 테러를 조종하거나 사주 또는 각종의 물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테러(state terror) 혹은 국가지원테러리즘(state-sponsored terrorism)이 국제테러의 적지 않은 부분
을 점하고 있다.158)
이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테러범 개인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테러리즘을 근본적
으로 근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책임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써는 테러리즘 비난과 외교관계 단절, 경제제재, 사법적 해결, 무력행위를 통한
해결 등이 있다. 피해국가가 테러지원 국가에 대해 국제사법적 해결을 통한 평화적 방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
나 무력행위를 통한 책임추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자위권 행사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가 드물고, 무력복구는 원칙상 합법적 대응방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개인책임

1999년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159)) 제2조(a)는 테러범죄 대상을 부속서(Annex)에서 9개 협약160), 예컨대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의 안
전에 관한 행위, 국제보호대상자, 핵물질의 보호, 공항에서의 폭력행위, 해상항해의 안전에 관한 행위, 유정이나 가
스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행위, 폭탄테러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모든 테러리즘은 범죄에 해당한다.
개인에 의해 국제테러행위가 발생한 경우,전쟁과 같은 규모와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라는 하나의 국
제형사범죄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책임있는 자와 공범, 그리고 조직을 법의 심판 앞에 서게 하는

156) 제성호, 『한국과 국제법』(서울:중앙대학교 출판부, 2010) , p.123.
157) Antonio Cassese, supra note.85, p.471.
158) 제성호, 앞의 책, p.123.
159)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N. 1999, https://treaties.un.org/doc/db/Terrorism/english
-18-11.pdf (검색일 : 2021.12.3).
160) Annex
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done at The Hague on 16 December 1970.
2.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3.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ado
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4 December 1973.
4.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7 December 1979.
5.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dopted at Vienna on 3 March 1980.
6.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
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4 February 1988.
7.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done at Rome on 10 March 1988.
8.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done at Rome
on 10 March 1988.
9.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5
Decemb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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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161)이 매우 중요하다. 그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체적으로 테러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협약이 1차적 법원이며, 보충적으로 국제형사법과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것이다. 테러행위가 국제형사법
상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할 경우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며,직접 국제법의 이름으로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을 묻는 것이 승인되고 있다.162)다만, 국내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국내법에 의해 인도에 대한 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163)
현재테러관련 협약들은 범죄인인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특히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추원칙(Aut
dedere aut judicare)에 입각하려 하는 특성을 지164)니고 있다. 하지만테러관련 협약들을 교섭한 배경에는
인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추가 아니라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한다(submit the case…to its competent
authorities) 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기소 내지 소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65)이같은 측면에서, 현행 테러진
압협약은 절대적 인도 또는 소추 내지 처벌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실효성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166)
그러나 테러범의 재류국 또는 신병확보국은 조약상 자국의 의무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국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테러범의 재류국 또는 신병을 확보한 국가는 테러리즘에 대해 처벌하든지
또는 피해국에 신병을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자연인이 개인의 형사범죄 차원을 넘어, 지하드나 알카에다, 하마스 등과 같은 지하단체들을 조직하여 테
러행위를 행하는 경우, 국제인도법상의 교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단지 국내법상 범
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처벌될 뿐이다.
한편, 한국은 국내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공공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테러범 처벌을 위해서「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근거하여,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된 국가와는 동 조약에 의해,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는 상호주의
(reciprocity)에 의해, 테러범죄 관련 정보․자료에 대해 국가간 교류 및 수사공조․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
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하여 테러행위를 사전억제 하거나 사후처벌을 하고 있다.167)또「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등의 범죄자금 보고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외국정보기구와 상
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보교환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11조).

2. 책임추구 방법으로써 자위권과 무력사용

국제법상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써 자위권과 무력사용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가.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의무)

유엔헌장 제2조 제3항모든 회원국(국가)는 그들의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All
Members shall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과 제4항모든 회원국(국가)는 무력의
161) 최희덕, 앞의 논문, p.78.
162) 김대순, 앞의 책, p.682.
163)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one at Rome on 17 July 1998, in force on 1 July 2002,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2187, No. 38544, Depositary: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http://treaties.un.org), PREAMBLE and art.1. https:
//www.icc-cpi.int/NR/rdonlyres/EA9AEFF7-5752-4F84-BE94-0A655EB30E16/0/Rome_Statute_English.pdf (검색일 : 2021.12.5).
164) 이용일, 앞의 논문, 외교부, p.5.
165) 이용일, 위의 논문.
166) 이용일, 위의 논문.
167) 한동만, 앞의 논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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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 할 것(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force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유엔헌장상의 의무를 부담함으로, 일반적으로, 또는 원칙상
무력행사가 금지된다.

나.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

(1) 무력적 자위권 행사 요건
모든 국가의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유엔헌장 제51조… 무력적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
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고 하여,
이른바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 으로써 국제관습법상의 자연권 표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위권 행사는
유엔 헌장상의 일정한 제한적 요건의 충족을 요한다. a) 선행적 요건으로써 무력공격 발생과 b) 시간적/한시적 요
건으로써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리고 c) 절차적/후행적 요건으로써 안보리에 즉시 보고의무이다.
유엔 헌장이 개별국 및 집단에 의한 자위권 행사를 헌장에 규정함은 사전적으로 행사사유를 제한하여 무조건 행
사할 수 없게 하고, 안보리가 집단안보조치를 취하는 시기까지 행사 시기의 제한을 둠으로써 필요이상의 조치를
통제하며, 행사 후 즉시 보고의무를 두어 사후에 요건충족 여부를 안보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자의적 조치
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무력공격에 의한 자위권 행사는 타국의 무력공격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정당방위(self-defence)적 성격의
권리행사라는 점에서, 유엔헌장상의 요건 외에도 필요성(necessity)168)과 비례성(proportionality)169)의 구비를 요한
다. 여기서의 필요성은급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선택수단이 없고,
비례성과 관련하여 ICJ는 1986년 니카라과와

미국사건170)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또

에서,제51조와 헌장을 넘어선 일반적 국제법에서 발

견되는 자위권의 한계를 특히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의 형태로 강조했다.171)이는 그 행사를 무조건으로 확대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제한적 요건을 두어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자위권 행사는 유엔헌장 체제 하에
서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에 대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다. 이렇듯 피해국가는 테러지원국에 대해 유엔 헌장 제51
조에 근거한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무력행사는 그
행위가 무력행사라는 점에서 침략행위(aggression)를 해석상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테러행위에 대해 자
위권 행사를 부정하는 부정론자들에 의해 종종 원용되고 있다. 즉, 심각한 결과에도 불구, 테러리즘은개인의 형
사범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력공격은 피해국가의 영역에 대해서, 또는 그 기관원이나 국민에 대해서, 국내에 있든 아니면 해외(타국이
나 국제수역 또는 공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해 매우 엄중한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172)한다. 다만, 테

168) Wikipedia, Caroline affair,https://en.wikipedia.org/wiki/Caroline_affair (검색일 : 2021.12.6). : 『1837년 캐롤라인호사건은 1837년
에 미국, 영국, 캐나다 3국과 독립운동이 연루된 사건으로, 1837년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William Lyon Mackenzie)와 다른 캐나다 반군이
미국 시민의 지원을 받아 캐롤라인호를 타고 나이아가라 강의 섬으로 도피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군은 나이아가라 강을 건너 미국영토의
Schlosser's Landing에 정박해 있던 배에 승선하여 포획했으며, 서로 총알이 교환되었고 경비원이었던 한 명의 미국 시민이 사망했다. 영
국군은 캐롤라인에 불을 질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약 2마일 떨어진 나이아가라 강에 표류했다. 미국-캐나다 국경 양쪽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끌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시민과 캐나다인으로 구성된 민간 민병대가 영국 선박을 공격하여 파괴했다. 1838년 동안, 영국
군이 민간 민병대와 충돌하는 몇 차례의 다른 충돌이 있었으며, 외교적 위기는 결국 1842년 웹스터-애쉬버튼 조약으로 이어진 협상으로
해소되었으며, 이 조약에서 미국과 영국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 국제법상 "캐롤라인 기준"
의 법적 원칙, 즉 필요성이 확립되었다.』
169) ICJ, Nicaragua v. United States, 27 June 1986, https://casebook.icrc.org/case-study/icj-nicaragua-v-united-states (검색일 : 2021.12.6).
170) ibid.
171) https://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796953/obo-9780199796953-0028.xml (검색일 : 2021.12.6).
172) Antonio Cassese, supra note.85, 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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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행위가산발적이거나 경미한 습격 또는 경미한 공격에 대하여 정당방위로써 하는 무력사용 수준의 심각하고
두드러진 대응방식은 정당하지 않다.173)1986년 국제사법재판소(ICJ)174)는 니카라과사건에서 헌장 제51조 자위
권 행사의 선행요건으로써 무력공격(armed attack)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록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 반도(좌익게릴라)들에게 병참지원, 재정원조,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법(특히 타
국의 국내문제 불간섭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지원 가지고서 지원하는 국가(니카라과)를 무
력공격과 결부시키는 것이 통상적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그 국가는 정당방위(개별적이든 아니면 집단적이든) 하는
무력활용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75)즉, 엘살바도르를 위해 헌장 제51조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 근거가 되는 무력행사의 선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2) 예방적 자위권 행사
유엔헌장 제51조의 무력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자위권을 예방적 차원, 즉 무력공격이 발생할 것을 염려
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무력공격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인 경우에도 헌장 제51조의 무
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방적 자위권 행사176)와 테러단체가 헌장 제51조
의 무력공격의 주체가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먼저 예방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긍정설은 무력공격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면 현대의 치명적인 무력공
격을 받아 대응능력을 상실한 국가에게는 자위권은 큰 의미가 없다(Brownlie177), Henkin).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
이 지지하고 있다. 반대로 부정설은 유엔헌장은 일반적으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자위권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Bowet178), Alexandrov179), McDougal).
1986년 니카라과사건에서 ICJ는 이미 발생한 무력공격만 판결하고, 국제관습법의 차원에서의 예방적 자위권
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180)가 없다. 따라서 예방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ICJ 차원의 판결은 아직 없다.
다음, 테러조직이 헌장 제51조의 무력공격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 긍정설은 제51조 명문상 반드시 국가
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위권은 관습법을 통하여 성문화된 바, 광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무력공격의
형태가 다양화․발달되고 있는데 성문법, 즉 국제법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181)주로 미국과 이스라엘, 남아공
등이 지지하고 있다.
반대로 부정설은 헌장 제51조는 국가간 전쟁(interstate warfare)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테러조직은 포
함되지 않는다. 1986년 4월 미국의 리비아 폭격과182) 1998년 미국이 미대사관폭발테러사건과 관련, 수단과 아프
가니스탄을 폭격했을 때, 국제사회는 테러사태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비판했다.183)
예방적 자위권과 테러사태에 대한 자위권 행사, 그리고 자위권 행사에 대한 대상범위184)는 유엔헌장 제2조 제
3항 및 제4항의 취지에 맞게 제51조를 해석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9.11 사태 이후 점차 긍정하

173) ibid.
174) Nicaragua v.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86 ICJ Report 14.
175) Antonio Cassese, supra note.85, p.471.
176) 김대순, 앞의 책, p.1506.
177) Brownlie, Ian.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Clarendon Press, 1963.
178) Bowett, Derek. Self-Defence in International Law.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8.
179) Alexandrov, Stanimir. Self-Defense against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180) 김대순, 앞의 책, p.1507.
181) 최희덕, 앞의 논문, p.76.
182) 김대순, 앞의 책, pp.1507-1508.
183) 최희덕, 앞의 논문, p.76.
184) 자위권 행사는 테러단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를 지원한 국가로 확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실
적으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에 대한 자위권 발동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김대순, 앞의 책, p.1509, 주석 40) ). 따라서 비국가행위자와 국가와의 적극적 공모관계를 증명하여 행위귀속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
고, 자위권 역시 확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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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참혹한, 또는 가공할만한 전쟁과 같은 결과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참혹
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고 책임을 추궁할 국제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공백(lacuna) 또는 애매모호
(ambiguity)185)한 상태에 있으며, 안보리 결의에 의존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368186)를 통해,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테러 행위로 인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모든 수단을 사
용하기로 결의하며,헌장에 따른 개인 또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187)2001년 9월 11일
뉴욕, 워싱턴 D.C. 및 펜실베니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명백하게 규탄하고 그러한
행위를 모든 국제테러행위와 마찬가지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188)고 결의하고 있다. 또
한 안보리 결의 1373189)에서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포괄적 조치를 결의하고 있다.190) 그
밖에 결의 1377191)과 1378192)에서는 재확인하고 있다. 다만 안보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시 국제법을
준수하여야 함을 S/RES/1456 (2003)193)에서 결의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첨단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와 같이 하이테크 테러리즘의 발생확률이 높은 사회에서 어느 국가에
의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테러, 항공기테러, 사이버 해킹을 통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융복합테러 등에 의한
선제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국가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사실상 상실하
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간 전쟁이 아닌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9.11 테러 이후 미국은2002년 국
가 안보전략에서 테러위협, 핵무기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 등에 대한선제적자위권을 발표194)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이같은 측면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V. 결론

1) 이 연구는 다양화․과학화 되고 있는 하이테크 테러(high-tech terror) 또는 하이테크 테러리즘
(high-tech terrorism)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첫째,하이테크 테러리즘의 유형을 통하여, 무인항공기 및 핵 자체에 대한 테러행위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이버 및 전파교란과 무인항공기 및 핵 등이 융복합될 경우 인류에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국제법 적용을 통한 대처방법을 통하여, 국제테러조직의 테러활동에 대한 개별 국제협약이 많이 존재
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조약은 부존재하고, 또한 테러범죄가 첨단과학에 편승하여 발전하는데, 반해
규범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의 공백은 유엔총회와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185) 최희덕, 앞의 논문, p.74.
186) Resolution 1368 (2001) ,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370th meeting, on 12 September 2001, http://unscr.com/en/resol
utions/doc/1368 (검색일 : 2021.12.6).
187) 이 규정은 안보리가 자위권과 무력사용에 대해 승인한 근거로 해석하는 견해(승인견해)와 안보리의 승인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되기 어렵
다는 견해의 근거되는 규정이다(최희덕, 앞의 논문, p.78).
188) 앞서의 규정과 같이 안보리가 자위권과 무력사용을 승인한 근거(승인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근거되는 규정이다(최희덕, 위의 논문).
189) Resolution 1373 (2001),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385th meeting, on 28 September 2001, http://unscr.com/en/resol
utions/doc/1373 (검색일 : 2021.12.6).
190) NATO는 Washington Treaty, art.5.에 따라, OAS(전미주국가)는 Resolution on Terrorist Threat to the Americas 에 따라, 각각 지지 선언
하고 있다.
191) S/RES/1377 (2001), Security Council Distr.: General, 12 November 2001, http://unscr.com/en/resolutions/1377 (검색일 : 2021.12.6).
192) S/RES/1378 (2001), Security Council Distr.: General, 14 November 2001, http://unscr.com/en/resolutions/1378 (검색일 : 2021.12.6).
193) S/RES/1456 (2003),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res/1456-%282003%29 (검색일 : 2021.12.6).
19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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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보충함으로써 국제법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이다.
셋째,책임과 책임추구 방법을 통하여, 먼저 국제법상 국가책임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과 해당행위에 대한
국가귀속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예컨대 어느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단순히 지원․묵인하고, 그러한
행위가 타국을 상대로 하는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와 결부되는 경우, 해당 국가는 헌장 제2조 제4항 위반이 되며,
어느 국가가 국제법상 테러행위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테러행위를 조직적으로, 또는 고의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대해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체적으로 테러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협약이 1차적 법원이며, 보충적으로 국제형사법과 국내법에 의해 처벌되며, 테러범
의 재류국 또는 신병확보국은 테러범을 기소하든지 피해국가에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모든 국가는 유엔
헌장의 원칙상 무력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헌장 제51조에 의해 자위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국제법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정부 당국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써, 오늘과 같은 첨단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는 하이테크 테러리즘의
발생확률이 높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북한의 테러행위 도발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각종 테러범죄를 규율할 실정법에 대한 정부당국의 상세한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발생
전 및 발생후에도 의율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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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脫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의 정체와 정보활동 방향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함중영 교수님의 脫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의 정체와 정보활동 방향의 글은 이 시대 점차 증가하는
안보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잘 밝힌 글이다. 함교수님의 정책제언대로 실행한다면 한반도를 위협하는 안보위
협들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국익을 추구한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틀내에서 국익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합법과 비
합법의 모호한 경계가 있고 합리적인 협상과 타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특히 새로운 안보위협이 점
증하는 현실에서는 안보의 개념에 대해서도 모호할 때가 있다. 새로운 안보, 혹은 신안보라고 하는 개념들에 대해
서 모호할 때가 많다. 국가와 집단의 모든 위기를 신안보라고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견해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는 정보와 정보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위협요인들은 과거처럼
국방, 군사 안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교수님은 잘 언급하고 있다.

최근 미군의 아프간철군 이후 테러단체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가능성과 테러활동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이슬람세력이 기독교질서를 추구하는 미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과격세력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사용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해 질 경우 미국의 대테러활동 강화로 한반도 정정도
불안해 질 수 있다.

우리는 분단국가이다. 대남도발과 핵무장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북한이 언제나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어왔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진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정책결정의 혼선을 야기하
고 정책결정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정책결정의 혼선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국익에 큰 해를
끼친다. 분단국가로서 언제든지 군사적 위기로 돌변할 수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대북정보활동과 대북정보의 중요
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군사도발뿐만 아니라 초국가적인 범죄와 테러활동도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각 국은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해서 우
리는 대내외적으로 제도적, 법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공격
위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영역와 테러에서도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을 역할이 새삼 중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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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와 과제
송은희(중앙아시아개발협력연구소)

o 이 논문은 2016년 3월 3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테러대
책위원회’, ‘대테러센터’와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었고 이런 전담조직은 그간 반테러 업무가 분산되어 통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함에 있어서 가졌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완할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지
고 있음.

o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화된 원격근무 속에 사이버 테러가 최고조에 달
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출 때, 보안상의 취약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시스템 마비, 정보유출, 디도스공격 등 협박에
노출(온라인 상 사이버 테러, 사이버 범죄)

o 글로벌 보안업체 체크포인트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랜섬웨어 공격은 2020년 초 대비 102% 증
가했음. 특히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2020년 3분기부터 급증했는데, 국내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 신고 역시 최근 3년
간 수직 상승했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2019년 38건임에 비해, 2020년 127건
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1년에도 상반기에만 이미 78건이 접수됐음)

o 사이버테러 공격을 받아, 한 번 보안이 뚫리면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와 금전
적인 복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

※ 지난 5월, 미 동부지역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45%를 운송해온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마비됐음. 사이버 해킹 집단인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 공격에 무방비로 뚫렸는데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유소 물량 공급이 6일 동안이나 끊기면서 휘발유 가격은 폭등했고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는데, 결국 콜로니
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회사측에서 해커들의 요구 조건인 440만 달러(약 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지급한 이후에야 복구됐음. 조사 결과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은 '원격근무'에서 발견됐는데, 외부에서도 시스템 접속
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회사의 가상사설망(VPN) 비밀번호가 해커에게 넘어간 것.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구성됐지만
정작 비밀번호 이외의 추가 인증절차를 생략한 게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것으로 드러났음.

o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을 비롯해 사이버상의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

o 현재 대통령 훈령인「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노정, 긴급사태에 상당
하는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사건,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 기록매체 통한 안보위협과 테러활동 즉, 국민생활 및 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거법률을 제정이 필요

o 김병기 의원이 2021년 11월 4일,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와 관련한 향
후 사이버테러 관련 법제 전망과 대책에 관해 질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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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국제테러조직의 하이테크 테러활동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문제 검토
채재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테러조직의 하이테크 테러활동에 대한 국제법 적용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하이테크 테러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이테크 테러를 정의하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테러,
핵 테러, 사이버테러, 통신·전파교란을 통한 하이테크 테러 등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한 후, 국제법 적용을 통한 대
처방법으로 유엔의 총회 및 안보리 결의, 유엔헌장 등 국제협약, 테러리즘에 관한 개별협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개인책임과 의무위반국 및 테러지원국의 국가책임을 설명하고, 국제법상 테러지원국에 대한
책임추구 방법으로써 무력적 자위권과 예방적 자위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질문으로 첫째, 비국가행위자가 유발한 테러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테러지원국에 대한 비대칭전쟁을 규율할
실정법의 부재에 대한 한계와 테러범죄가 첨단과학에 편승하여 발전하는데 반해 규범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의 공백이 유엔총회와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규범을 보충함으로써 국제법질서를 형성하
고 있음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다지 충분해보이지 않는다.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둘째, 의무위반국의 위반이 특히 중하다면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정당방위가 가능한 무력공격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테러지원국의 경우에도 무력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의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셋째,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2002년 국가안보전
략에서 테러위협, 핵무기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 등에 대한 선제적 자위권을 발표하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
시 이 같은 측면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예방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이버테러 등 하이테크 테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책임귀속(attribution) 문제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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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 과학기술 발달과 방첩활동
2021년 12월 17일(금) 14:50~16:20
▶ 사회 : 이일환 (한국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 발표 : “방산안보와 방첩기관의 역할”
| 김영기 (명지대학교)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
| 장노순 (한라대학교)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ㆍ분석 체계 구성 및 활용”
| 이상호 (대전대학교)
▶ 토론 : 정한범 (국방대학교),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조윤영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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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안보와 방첩기관의 역할

김 영 기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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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방산안보는 방위산업을 방산으로, 안전보장을 안보로 줄여 방산과 안보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
화하고자 방산안보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방위산업과 안보, 안보수사와 정보, 방산보안 및 방산기술보호를 포괄
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방첩업무규정에서 방첩기관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말한다.2)
방산안보에서 방첩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 정보수사기관이 있으며,3)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서 정
보수사기관이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말한다.4) 방첩기관이면서 동시에
정보수사기관을 겸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4개 기관이다.

방첩기관과 정보수사기관
방첩기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수사기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첩업무는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활동이고, 정보수사기관의 활동은 “외국등”을 포함한 내국인의 방
산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도 업무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방첩업무규정 개정으로 방첩의 범위도 외국에서 북한을 추가하는 “외국등”으로 확장되었다.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
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
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제1항 제1호에서는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
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
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
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
방첩업무규정에서 “국가기밀등”이라 함은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말한
다.7) 산업기술에는 국방과학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에는 방위산업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방첩업무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제3호.
3)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연구는 김영기,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 역할,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워크숍,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
업학회 방산기술보호연구회(공동주최), 2021.12.10, 참조.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0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
영) 제2항.
5) 방첩업무규정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6)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조(직무) 제1호.
7) 방첩업무규정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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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의 범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
한다.8)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기술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방위산업기술”이라고 하며,9) 방위사업청장이
2020년 1월 3일부로 지정 고시한 방위산업기술 목록은 아래와 같다.

방위산업기술 목록10)
8대 분야

45개 분류 123 기술

센서(24개)

레이더센서(5개), SAR센서(4개), EO/IR센서(3개), 소나센서(6개), 레이저센서, 항법센서(2개), 특수센서(3개)

정보통신(34개)

전장상황인식(4개), 상호운용성(3개), 국방 S/W(3개), 통신전송(4개), 통신교환, 통신단말(3개),
네트워크 구성/관리(2개), 사이버전(4개), 전자전(4개), 국방 M&S(6개)

제어전자(13개)

무인자율(3개), 유도조종(2개), 사격제어(3개), 구동(2개), 특수제어/전자(3개)

탄약/에너지(17개)

탄두(4개), 신관(2개), 추진체(3개), 지향성 에너지(4개), 비살상 무력화(2개), 전원/전력 발생/공급(2개)

추진(10개)

공기흡입추진(3개), 로켓추진(2개), 전기추진(3개), 특수추진(2개)

화생방(10개)

화생방탐지/식별/경보(3개), 제독, 해독(2개), 화생방보호(2개), 연막/차폐, 화생방검증/폐기

소재(4개)

내열/단열재료(2개), 장갑/대장갑재료, 특수재료

플랫폼/구조(11개)

생존성/스텔스(4개), 탑재 구조체(2개), 해양체 구조(2개), 비행체 구조(3개)

8) 방위산업기술보호법(약칭: 방산기술보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8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9)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10)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제2020-1호, 2020.1.3. 일부개정) 별지 방위산업기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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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와11) 무기체계1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13) 및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물자를 말한다.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을 말하며,14)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과 보안요
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
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
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15)
2021년 11월 현재 85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16)

방산업체 현황(2021.11.16.)
계(85개)

주요방산업체(65개)

화력

한화디펜스, 두원중공업, SG솔루션, 현대위아, SNT모티브, 다산기공,

(9)

SNT중공업, 씨앤지(8)

탄약

삼양화학공업, 삼양정밀화학, 세아항공방산소재, 풍산, 풍산FNS,

(10)

한일단조공업, 한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8)

기동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삼정터빈, 삼주기업, 평화산업,

(14)

현대트랜시스, 현대로템, LS엠트론, STX엔진, 시공사, 모트롤(12)

일반방산업체(20개)
진영정기(1)

고려화공, 동양정공(2)

광림, 신정개발특장차(2)
단암시스템즈,

항공유도

다윈프릭션, 대한항공, 쎄트렉아이, 퍼스텍, 캐스, 한국항공우주산업,

(16)

한국화이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덕산넵코어스, 데크카본(11)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성진테크윈,
유아이헬리콥터,
화인정밀(5)

11)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
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와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
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및 그 밖에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ㆍ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
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된 물자, 생산ㆍ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제7호, 동법 제34조(방산
물자의 지정), 동법시행령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12)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
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사이버전장관리
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를 말
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및 제1호, 국가정보원홈페이지-주요업무-방위산업보호-전략
물자. 군용물자품목: 소관부처는 방사청, 물품수는 277개, 4대 국제통제체계품목은 WA(군용) MTCR, (https://www.nis.go.kr:4016/AF/1_11_2.do)
1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
15) 방위사업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65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제9호 및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16) 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방산업체 현황. (https://www.kdia.or.kr/kdia/contents/defense-info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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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강남, 대우조선해양, 삼강엠앤티, 한국특수전지, 한진중공업,

(8)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7)

스페코(1)
삼영이엔씨,

통신전자

지티앤비, 비츠로밀텍, 한화시스템, 연합정밀, 이오시스템, 대영에스텍,

아이쓰리시스템, 인소팩,

(16)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현대제이콤, 빅텍, 우리별(10)

이화전기공업, 미래엠텍,
티에스택(6)

화생방(3)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HKC(3)

(0)

기타(9)

대양전기공업, 동인광학, 삼양컴텍, 우경광학, 유텍, 아이펙(6)

대명, 대신금속, 은성사(3)

※ 준회원사 : 효성중공업, 씨앤지

국방부 장관 소속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
시행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부위
원장은 방사청장,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수사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에서 정보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
찰청, 해양경찰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명시하고 있다.17)

또한, 방산기술보호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방부 등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국방정보본부장과 방사청 차장 등을 명
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환경인 방산안보 환경과 방사청
과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한 방첩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현행 활동을 살펴보고, 방첩기관 활동의 법적 근거를 검
토하여, 방첩기관 등의 방산안보를 위한 방첩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방산안보 환경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환경을 방산안보 대내·외 여건, 방산
안보 사건사례 및 방산안보 역량한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산안보 대·내외 여건18)

첫째, 방산안보 관련 대내 여건의 특징으로는 기술 수준 고도화와 연구 주체 다양화로 인한 기술유출 발
생 범위 확대를 들 수 있다.

1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3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5조(방위산업기술 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8) 방사청,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안), 2021.10,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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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간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핵심기술 개발 노력으로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이
확보되었다.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 추이를 보면 2021년 국방 R&D 예산은 4조 2,524억 원으로 국가 R&D 예산
의 15.5%이며, 2014년 이후 R&D 예산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국방 R&D예산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23,345

24,355

25,571

27,838

29,017

32,285

39,191

42,524

무기체계 첨단화 추세로 1980년대 선진국 무기 개량 개발에서 1990년대 고도정밀무기 독자개발, 2000년대 이
후 세계수준의 첨단무기를 독자개발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국방과학기술 수준도 2012년 10위, 2015년 9위,
2018년 9위로 향상되고 있다.

연구개발이 방산업체 주관으로 확대되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산·학·연 중심으로 전환되고, 국방과학연구소
는 전략무기 및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무기체계 소요기술은 산·학·연 중심 R&D를 통하여 획득한다. 핵
심기술 연구개발 주관비율을 2024년까지 70%로 조정하고 산·학·연 중심으로 전환 예정이며, 체계업체(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개발 생산 시 기술자료 및 인원 등을 교환 관리하는 일반 협력업체의 참여가 증가 추세이다. 그 예로
K-2 전차 생산의 경우 15개의 방산업체와 82개의 일반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방기술의 이전 증가로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수출 확대 및 민간이전 활성화에 따라 2010년 이후 꾸준히 기술이
전이 증가 추세이다. 수출확대 및 수출 상대국의 수출에 상응하는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에 따라 국방
과학기술 이전 건수는 아래와 같이 지속 증가되고 있다.
* 2016년 83건 → 2017년 97건 → 2018년 112건 → 2019년 125건

둘째, 방산안보 대외여건의 특징은 기술획득 경쟁 심화와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의 증가이다.

첨단기술 획득을 위한 경쟁의 치열로 주요 무기체계 개발 간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이전받기 어렵고,
핵심기술·장비 확보가 제한되는 반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미래전 승패를 좌우할 드론 등의 무인체계․유도무기 등
첨단무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요구는 증대되며, 기술 선진국의 기술보호정책 강화, 기술
민족주의 등으로 핵심기술 확보가 제한되어 독자개발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KF-21)
의 경우 4대 핵심기술인 AESA레이더,19)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잼머(전
자파 방해장비) 등을 독자개발로 추진 중이다.

반면 기술후발국 등은 큰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독자개발보다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기개발된 기술을 탈취
하려는 시도는 점증 되고 있다.20)

19) 전투기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는 동시에 빔을 쏴 한 번에 적을 찾아낼 수 있으며, 1천 개 이상의 안테나가 탑재돼 있어 좌우
반경 60도 이상에서 움직이는 적을 포착할 수 있다. OBS뉴스, KF-X용 'AESA 레이더' 시제품 공개, 2017.7.13.(http://www.obsnew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051601)
20) 비즈니스포스트, 이낙연 “한국도 기술탈취의 표적, 산업기술과 방산기술 지켜야”, 2019.1.3.(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
d=article_view&num=108741)

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87

사이버 공격 증가로 국방·안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체계업체, 협력업체) 등까지 사이버 공격이 전방
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주요 방산업체 13개를 대상으로 총 121만 8981건의
외부 해킹시도가 있었다. 해킹 대상은 기아(주)와 대한항공,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진중공업, 풍산 등 우리 주요 방산업체를 총
망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1)

정부 기관은 사이버침해 대응을 위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설치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민간 방산업체는 회사 규모에 따라 방산기술보호시스템 구축 편차가 심하고, 개별기
업이 대응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민수와 방산의 경계가 모호하며, 비교적 비중이 큰 민수사업 중심의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방산분야 전담
보안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IT 고도화, COVID-19 확산 등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클라우드 시스템, 스마트
폰, SNS 등 업무환경 변화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출 위험요인 증가 및 정보보호 체계의 형식적 운용 가능성
이 증대되는 반면, 해킹기법은 해킹 메일, 악성코드, DDoS 공격 등 단순 해킹 위주에서 피싱 메일을 통한 계정탈
취, 공급망 공격을 통한 내부 업무시스템 침투 등으로 지능화되어 기술유출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 확보와 유지를 위해 경쟁하고 있고,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과 국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에 법, 제도적 장치, 자국 기술
보호, 기술유출 및 침해 강력 대응 등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22)

2. 방산안보 사건사례

국정원이 2020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산·군사 기밀유출 및 대응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잠수함 건조추진 동향 등 50여 건의 군사기밀(Ⅱ·Ⅲ급),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의 전시활
동계획 등 50여 건의 군사기밀(Ⅱ·Ⅲ급) 등 군사기밀누설 사건을 적발해 군검찰과 검찰에 이첩 했다고 한다.23)

국정원은 구 국정원법 제3조에 규정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수사 권한에 의거 군사기밀누설 사건을 수사하
고 있으며, 방산기술보호법 제11조 상의 '방산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국방과학연
구소(ADD) 방산기술 유출 등 5건의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DD의
경우 퇴직한 연구원 20여명이 68만여건의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안보지원사령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람은 2017년 16명, 2018년
10명, 2019년 18명, 2020년 24명, 2021년 11월 현재 17명으로 총 85명이다.24)

외국군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건도 발생했다. 00사관학교 B교수는 군사기밀 연구용역 사업결과를 외국 정보요원

21)
22)
23)
24)

뉴스1, 주요 방산업체 상대 해킹시도, 최근 1년새 '121만 건', 2021.10.12.(https://www.news1.kr/articles/?4458147)
송은희, 국제정세와 방산안보,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2021.21.10. p.4.
UPI뉴스, 5년간 Ⅱ·Ⅲ급 군사기밀 120여건 유출됐다, 2020.10.14.(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10140089)
아시아경제, 현 정부 군기법 위반자 85명 적발, 2021.11.15.(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15092553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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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넘기다 덜미가 잡혔다. 4급 군무원 C씨는 군사기밀을 국내 파견된 외국군 정보요원에 넘기기도 했다.

안보지원사가 간첩혐의를 포착하고 정보기관에 이첩한 사례도 2017년 이후 34건이다. 대부분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통화를 했거나, 북한 대남공작부서 소속으로 위장 귀순한 용의자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간첩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국정원에 1건, 경찰에 33건을 이첩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안보지원사령부는 군과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사하고 있어 정보기관 수사 통계를 합한다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군 특수부대에서 쓰일 5.56mm 기관단총과 신형 기관총, 저격총 관련 군사기밀을 총기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전직 중령과 해당 업체대표 등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25)

2020년 7월 안보지원사가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불법 유출된 군사기밀들을 찾아냈다. 안보지원사로부
터 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검찰단과 전주지검은 2021년 봄 A사 이사로 일했던 전직 육군 중령 송모씨, 대표 김
모씨 등 5명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10월 6일
송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은 2021년 11월 11일 선고공판에서 방산업체 대표 김씨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임원 전모씨와 김모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상소로 인해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은 점을
보면 A사가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결국, 기밀유출로 수사와 재판 그리
고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40년 된 K-1A를 대체할 총기 전력화만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7년 군함으로 활용이 가능한 배를 다른 용도로 미얀마에 수출
할 수 있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로 방사청을 수사 중이다.26)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17년 7월 미얀마 해군에 넘긴 상륙지원함은 같은 해 2월 국내 다른 조선사에서 미얀마
해군에 팔려다가 방사청이 정세 불안을 이유로 제지했던 배다. 미얀마 해군은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사들인
선박을 무장시켜 군함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3년 유엔이 채택한 무기거래조약(ATT)은 군용무기가 아니어도 여성·아동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반인도적 범
죄, 국제인권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면 전략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국도 2016년 무기거래조약
(ATT)에 가입했다.

앞서 방사청은 논란이 일자 “수출허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
으나 미얀마 해군이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으며, 포스코인
터내셔널도 “군함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수출허가 과정에서 유관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미얀
마 아웅산 민간 정부가 방위사업청에 제공한 선박 용도확약 공문을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뒤
민간 조선사를 통해 상선 선급의 다목적지원선을 건조·수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25) 노컷뉴스, 기밀유출 줄줄이 유죄…40년 된 특수전 기관단총 어쩌나, 2021.11.14.(https://www.nocutnews.co.kr/news/5656232)
26) 경향신문, ‘소수민족 학살’ 규탄받던 미얀마에 군함 전용 가능한 배 판 포스코인터…방위사업청은 묵인 정황, 2021.11.1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1516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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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산안보 역량한계

방산안보 차원의 미흡한 점으로 실질적인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역량 한계이다.27)

첫째,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 인력 부족이다.
조사인력 부족으로 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심층적 조사는 제한된다. 방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기술보호체계 점검도
필요하나, 인력 제한으로 실태조사가 미실시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대내·외 여건 악화, 과도한 규제 및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감소추세로 2017년 101개 업
체에서 2018년 91개, 2019년 87개, 2020년 88개 업체로 감소하였으며,28)

2021년 11월 현재 방산업체는 85개

업체로 감소하였다.29)

둘째, 정부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이다.
민수와 방산을 병행하는 방산업체의 경우, 민수분야가 해킹되어 기술유출 시 방산분야 자료가 포함되어 유출되
는 사례 존재 등 유출자료의 성격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방산기술보호법)은 방사청, 군사기밀(군사기밀보호법)은 안
보지원사·국정원, 해킹(정보통신망법)은 방사청, 안보지원사, 과기부에서 담당하는 등 담당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Ⅲ. 방첩기관 등의 방산안보 활동

방첩기관 등의 방산안보 활동은 주요 방첩기관의 방산안보 활동과 방사청의 방산기술보호 활동 및 국방
정보본부의 방산보안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첩기관의 방산안보 활동30)

가.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차단 등 외국에 의한 우리나라 방위산업 침해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방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방산업계 대상 방위산업기술 보호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 및 방위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31)
27)
28)
29)
30)
31)

방위사업청,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안), 2021.10, p.11.
e-나라지표-방산물자/업체 지정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2)
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방산업체 현황.(https://www.kdia.or.kr/kdia/contents/defense-info22.do)
방위사업청,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2020.12, p.5; 방위사업청,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안), 2021.10, p.5.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주요업무-방위산업보호-소개. (https://www.nis.go.kr:4016/AF/1_1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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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06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분야를 보면 전기·전자(40건), 디스플레이(16건), 조선(14건), 자동차·정보통신·기계(각 8건) 등이다. 이 가운데 3분
의 1에 해당하는 35건은 국가 핵심기술로, 기술유출 시 막대한 안보적·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32)

국정원은 2020년에 방산기술 유출 적발과 방산업체 기술보호체계 정상화 지원 및 방사청 주관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에서 정보보호 분야를 전담하고, 「방산기술보호 정례협의체」 및 「방산기술보호 협의회」 참여를
통해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였다.

2021년 4월 국정원 청사에서 검찰 첨단산업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과 산업기술범죄·방위산업침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33) 2021년 3월 첫 간담회 후 두 번째 간담회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방산방첩 관계자들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 등 수사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방산기술보호간담회’에서는 방위산업 침해 트렌드와 주요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위산업
보호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술유출 트렌드가 해킹 등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국
정원과 검찰 간의 효율적인 대응과 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그동안 산업기술·방위산업 범죄 분야에서 공조관
계를 유지해왔던 대검은 물론 사법처리의 최일선에 있는 수원지검과도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기술유출 차단과 산
업보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방산안보와 사이버보안 등 각 분야에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지원, 이론 공동연구, 인재
양성, 최신 정보교류 등 협력을 확대한다.34) 국정원은 명지대와 방산안보 및 방첩 발전을 위해 2021년 11월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정원이 대학과 방산·방첩 관련 업무협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을 통해 국정원과 명지대는 방산안보·방첩에 대한 이론·법제 공동연구 및 서적·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
성, 인적자원 및 워크샵·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한 학술정보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으로 방첩 분야에
서 대학을 비롯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방산·방첩 업무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지대는 현재 운영 중인 산업대학원 융합보안안보학과 석사과정과 일반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석·
박사 과정에 추가하여, 2022년 3월 일반대학원에 '방산안보학'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국가안보론, 국가정보학,
국가방첩론, 안보수사와 정보, 방위산업, 방산보안, 방산기술보호 등의 과목을 전문화 교육할 예정이다.

32) 조선일보, 방산업계 해킹 속출… “국가 주도로 민관 협력해야”, 2021.11.29.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1/29/3
GAT6JLF2BHYTCAKOFAGC7FZBE/)
33) 뉴스1, 국정원, 檢과 협업해 국가 핵심 '산업·방위' 기술유출 막는다, 2021.4.2. (https://www.news1.kr/articles/?4261160)
34)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소식정보-알림소식-NIS NEWS-국정원, 대학과 방첩·안보 협력…인재 양성 지원 등(등록일: 2021.10.14.)(https://
www.nis.go.kr:4016/CM/1_10/view.do?seq=426&currentPage=1&selectBox=&searchKeyword=&fromDate=&toDate=)
뉴시스, 국정원, 대학과 방첩·안보 협력…인재 양성 지원 등, 2021.11.14.(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2934&cID
=10301&pID=10300)
전자신문, 국정원, 방산안보·사이버보안 위해 대학과 협력 확대, 2021.10.14.(https://www.etnews.com/20211014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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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청

경찰청은 2020년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서 22개 전담팀 운영으
로 기술유출 사건은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이관하여 전담 수사하였고, 2021년에는 기술유출사고를 2021년 1월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2020년 국방 관련 연구소 퇴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무단유출 수사와 2021년 전기차 경쟁업체의 배터리 기
술유출 의혹 업체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부서의 압수수색이 있었다.35)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안보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신 안보개
념에 입각한 다양한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까지 포함
하는 영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안보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보수사국 안보수
사과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36)

경찰수사연수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안보수사 신임과정과 심화과정 등 7개 과정을 1주에
서 4주간 운영하면서 군사기밀과 방산기술보호 등 안보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있다.37)

경찰수사연수원에 안보수사학과 교육계획

또한, 경찰청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앞으로 3년간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30
명 선발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안보수사 분야별로 국제안보 4명, 방첩 및 대테러 3명. 경제안보 3명을 포함 총
10명의 경장을 채용한다. 응시요건으로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 하반기에 사이버안보수사 분야도 경장으로 20명을 별도 선발한다.38)

35) 서울일보, 코로나 위기 속 방산기술 유출 국가안보 위협, 2021.3.7.(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475)
36) 경찰청 홈페이지-조직구성도-부서별 업무 내용-국가수사본부-수사국 및 안보수사국 업무.(https://www.police.go.kr/www/agency/orginfo/
orginfo01.jsp#type19Pop)
37) 경찰수사연수원 홈페이지-교육생광장-교육과정-2021년도 교육과정 세부내용-안보수사학과(7)(https://www.kpia.go.kr/)
38) 경찰청 공고 제2021-44호, 2021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1.7.9.

92 한국국가정보학회 2021 연례학술회의

안보수사 및 사이버안보수사 관련학과 기준
분야

관련 학과
국가안보학, 군사안보학, 테러안보학, 비교정치학,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정치외교학 등

국제안보

(전공·학위명에 ‘국제, 정치, 외교, 안보’가 명시되면 인정)
국가안보학, 군사안보학, 무기체계공학, 기계공학, 방위사업학, 항공보안학, 대테러안보학,

방첩·대테러

정보보호학, 정보보안학, 산업보안학 등
(전공·학위명에 ‘안보, 테러, 무기, 기계, 방위사업, 보안, 정보보호, 정보보안’ 명시)
산업보안학, 국제경제학, 국제무역학, 경영학, 경제학, 정보보호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경제안보

사이버 안보수사

전기･전자학, 반도체공학, 원자력융합공학, 정보통신학 등
(전공명 또는 학위명에 ‘산업, 무역, 경영, 경제, 전기, 전자, 반도체, 원자력, 통신, 정보보호,
정보보안,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명시되면 인정)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블록체인, 핀테크,
디지털포렌식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

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0년에 산업보호 전담반을 해양산업기술 유출범죄를 포함한 권역별 산업유형에 따른 관
련 산업피해 범죄로 확대하여 편성·운영하는 등 2020년 5월 기준,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5개반 15명 편성·
운영하였으며, 2021년 4월에는 국제범죄대응 공조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美 국토안보수사국과 업무 협의를 실
시 하였다.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보지원사는 2021년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 실태조사를 위해 기존 방산보안감사팀을 조정하여 방위사
업청을 지원하였고, 2021년 6월 7일 방산기업 보안관계관과 기술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방산보안·기술보호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39)

연간 5개 기수를 편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초·보수·정보통신 등 3개 과정으로 기초과정에서는 방산
보안업무훈령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이해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보수과정은 기업의 보안환경에 맞는 보안·기술
내규 수립을 다뤘다. 정보통신과정에서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실습 위주의 맞춤식 교육이 펼쳐졌다.

안보지원사는 그동안 방산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방산보안 교육을 전담해 왔으나,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산기
술보호 교육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해 방산기업은 각 교육을 따로 이수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안보지원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청, 국가정보원과 협의해 안보지원사 예하 군사안보지원학교를 방산기술보호 교육기관으로 승
인받아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39) 국방일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산기업 보안·기술보호 통합교육, 2021.6.7.(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608/14/BBS
MSTR_000000010026/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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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청의 방산기술보호 활동

가. 방산기술보호 점검체계 마련

방사청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방산업체 등에 대해 기술보호체계를 점검하는 통합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였다.40) 2017년 실태조사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 방산업체 컨설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국과연·기품원·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방산기
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부실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방산업
체 등이 보안위반 시 감점 부여와 연계 입찰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방사청 주관)와 보안감사(안보지원사 주관)의 중복 수검에 따른 방산업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방사청, 국정원, 안보지원사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청의 통합실태조사 인원보다 방산업체의 수검 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방산
업체는 방산보안을 담당하던 인원이 방산기술보호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COVID-19 등과 관련 비대
면 감사 시에도 다량의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등은 방산업체에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방산안보 현장
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41) 필자도 과거 과장 재직 시 업무 담당자는 과장 포함 3명인데 상급제대에서 10
여 명이 불시에 나와서 분야별 자료를 요구하여 신속히 제시한다고 하였지만, 일부 분야 자료제시가 지연되면 일
시적인 불만족한 분위기가 새삼 떠올라 업체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와 대안 제시에 대한 공감도가 크다.

나. 방산기술유출 신고체계 구축

방사청은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정보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고체계를 구축·
유지하였다.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보수사기관과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안보지원사 등과의 유기적 업무 협력을 위해 반
기별 1회 이상 정례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술유출대응 협조회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체계 연구용역
을 명지대 방산보안연구소를 통해 수행하였으며,42) 2019년부터 정부기관·정보수사기관 정례협의체를 구축 운영하
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방산기술유출 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시 관련기관
정보공유 후 신속히 조사하는 대응체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43)
40) 방위사업청,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안), 2021.10, p.9.
41) 김영기,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2021.12.10.
위 주제 토론 중 방산보안협의회 김창배 회장은 방산업체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담당자보다 더 많은 실태조사 요원이 나오기도 하고, 비대
면 조사 시 다량의 자료 요구로 감사준비에 과다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방산업체 능력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실태조사와 방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제시했다.
42) 명지대 방산보안연구소 홈페이지-연구활동-위탁과제-제2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체계 연구(발주기관 방사청), (http://jw4.mju.a
c.kr/user/ridis/index.action)
43)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센터-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http://www.dapa.go.kr/dapa/sub.do?menuId=312)
방사청 보도자료, 방위산업기술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개통, 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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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산업체 CEO 기술보호 간담회’개최

2021년 11월 24일 최근 방산업체 대상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경각심을 고
취하고 상황인식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방사청장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정보수사기관과 한국항공우주
산업,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3개 방산업체가 참석했다.44)

간담회에서는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에서 마련한 방산업체 기술보호 강화방안 소개와 실태조사 시사점 공유가
진행됐다. 먼저, 방산기술보호 강화방안으로 방산분야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안관제·사고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전문조직 신설,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 방산 자료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방산 전용 자료교환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어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시사점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
에서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정책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을 지적하며, 경영진의 관심과 구성원들
의 의식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은 날로 강력해지고 있어 기업이 독자적으로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보안 정책을 국가안보의 필수요소로 여기고 민·관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가 갖춰져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방사청장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와 방산업체가 끊임없이 교
류하고 협업하면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방산기술보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세계적인 방산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업체에 방산
보안 및 방산기술보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급여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 국방정보본부의 방산보안 활동
국방정보본부는 군사기밀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45) 관리하면서 방위산업에 필
요한 정보지원 업무와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6)

국방정보본부는 주한외국무관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며 매년 두 차례 안보·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한국의 안보환
경 이해시키고 발전된 국가기반산업과 방위산업을 홍보하고 있으며,47)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으로 국방무관과 육·
해·공군무관, 국방과학연구개발무관, 군수무관 제도를 두고, 선발 시에도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방위사업청 국제협
력관이 선발위원으로 참석하여 국방부 군수분야와 방사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군수 도입, 방산수출
관련 사항, 첩보수집 및 보고, 군사보안 등을 교육 후 파견하고 있으며,48) 현재 77명이 재외공관에서 주재 무관으
로 방산안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49)

44) 정보통신신문, 방위산업 기술보호 수준 향상 논의, 2021.11.25.(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90)
45)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업무소개-방산기술보호 및 방산보안에서 보안측정, 비밀취급인
가,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방산 관련 용역업체지정, 정보통신보안업무지원 등의 일부 업무가 지원되고 있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
이지-보안 분야에서도 방위산업보안과 방산업체보안측정을 지원하고 있다. (https://www.kdia.or.kr/kdia/contents/business72.do)
46) 국방정보본부령[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2호, 2018. 12. 4., 일부개정]
47) 뉴시스, 국방부, 주한외국무관단에 국내 방산기술 우수성 홍보, 2019.9.23,(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23_0000776966&cID
=10304&pID=10300)
48)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시행 2021. 5. 10.] [국방부훈령 제2548호, 2021. 5. 10.,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49)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5호, 2020. 2. 4.,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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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별표] 주재무관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총계

인원(명)

77

육군

해군

공군

장성

영관

장성

영관

장성

영관

2

39

1

17

1

17

국방보안과 관련된 법령은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422호, 2020.5.4.),50)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425호, 2020.5.11.),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 보안업무규정 , 국방정보본부령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2447호, 2020.7.23.), 국정원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군방첩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296
호, 2019.7.17.) 등이며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으며,51) 이중 군방첩업무훈령은 국방부훈령 제2543호로 개정
된 것으로 추정된다.52)

국방보안 관련 법령체계

50) 1965년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해 군수업체 보안업무를 수행하다가 1966년 군수공장 및 군납업체 대상으로 보안측정 결과를 계
약체결 시 반영하였으며, 1977년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이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되었다. 황규섭, 방산안보 위협 및 방첩방안, 2021년 2학
기 명지대학원 보안·안보학과 학술제 발표자료, 2021.12.11, p.1.
51) 손창근·이정훈·이성고, 융합보안 관점에서 국방보안의 개념 및 기능적 범주 연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보안-군사보안-국방과
보안 학술지-학술자료실-논문 제4호, 2021.2.19., pp.9-10.
52)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방첩-방첩정보-관련법령, 군 방첩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543호)(https://www.dssc.mil.kr/dssckr/8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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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첩활동의 법적근거

1. 국가정보원 방첩업무규정과53) 방사청 방첩업무규정54)
국정원 방첩업무규정은 대통령령 제31353호로 2020년 12월 31일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하
고 있으나, 방위사업청 방첩업무규정은 방사청 예규 제514호로 시행 일자가 2019년 5월 20일이다.55) 2021년 1월
1일부터 북한 등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 방첩업무규정을 미반영하고 있어, 방사청 방첩업무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국가정보원과 방사청 방첩업무규정 상 “방첩”의 정의 비교
국가정보원 방첩업무규정(2021.12.31)

방사청의 방첩업무규정(2012.5.14)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외국의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

포함한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

* 대통령령인 국정원 방첩업무규정 개정 이후 방사청의 방첩업무규정 미개정

아울러 방사청 방첩업무규정 담당부서는 운영지원과로 방사청의 방산기술보호를 담당하는 국방기술보호국 기술
보호과와 유기적인 방첩업무 협조와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가. 국정원 방첩업무규정의 목적(제1조)

대통령령인 국정원 방첩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사청의 방첩업무규정 제1조(목적)는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 제3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
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청의 방첩업무규정 제4조(방첩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는 방사청의 방첩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과 동시에 그 직을 수행하고, 직위를 떠
난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53) 방첩업무 규정[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53호, 2020. 12. 31., 일부개정] 국가정보원
54) 방첩업무 규정[시행 2019. 5. 20.] [방위사업청예규 제514호, 2019. 5. 20.,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검색일: 2021.12.7.)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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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군방첩업무훈령」(국방부훈령, 이하 "군훈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훈령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분임방첩담당관의 임무에 대한 총괄역할을 하며,
방첩사고 관련 사항 발생 시 국정원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통보

나. 방첩업무의 범위(제3조)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수행하는 업무
(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2의 업무는 국가정보원만 수행한다.

1.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확인ㆍ견제 및 차단
2의2.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3.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4. 다른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다. 기관 간 협조(제4조)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56)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57)

*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장이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인 방사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외국등의 방산기술보호 탈취행위 등
과 관련한 자료의 요청이 가능하다. 방첩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협조 요청과 정보공유체계 반영 등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56)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 제10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방첩업무규정 재2조(정의) 제4호).
57) 기간관 협조 등 방첩업무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김영기 "방첩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및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제5권 2호, 2013.6.18., 한국국가정보학회 홈페이지-학술지-학회지 검색-제목-김영기, 참조. (http://www.kanis.or.kr/sample/board_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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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첩정보공유센터(제4조의2)

방첩기관 간,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두며,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지침
으로 정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공유
가.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관여된 인물ㆍ단체에 대한 정보
나. 외국등의 정보활동을 사전에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정보
다. 그 밖에 방첩기관등 간 합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

* 방사청의 방첩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며, 방산기술보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에서 주관함
으로 양개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방산기술보호법상 정보수사기관 담당자도 외국등에 관한 방산기술침해와 관련하
여는 국정원이 방첩기관들과 합동으로 2020년 12월 설립한 방첩정보공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방첩
정보공유센터는 다양한 방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대응하는 등 우
리나라에 대한 외국 등의 정보활동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58)

마. 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제5조)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방첩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바.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방첩
기관등의59)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첩업무의 기본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58) 국정원 홈페이지-기관소개-센터소개-방첩정보공유센터, (https://www.nis.go.kr:4016/ID/1_7_5.do)
59) 방첩업무규정 제4조의2(방첩정보공유센터) 제3항 ∼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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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 해야하며, 연도별 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방첩기관등의 장은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
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 해야 한다.

* 2020.12.31.일 국정원의 방첩업무규정 일부개정 이후 방첩기관등의 자체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을 개정한
기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첩업무규정 법령체계도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 12일 현재 국가보훈처 1개 기관이
다.60) 국정원은 방사청을 포함한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부규정 개정 여부 및 2021년 방첩업무 시행결과 등의 확인
이 필요하다.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부규정 개정현황(2021.12.12.일 기준)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시행 2020. 7. 2.] [훈령 제183호, 2020. 7. 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시행 2019. 5. 15.] [훈령 제285호, 2019. 5. 15., 제정]
공정거래위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9.2.1.] [훈령 제272호, 2019.2.1., 일부개정]
과기정통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9. 2. 7.] [훈령 제58호, 2019.2.7., 일부개정]
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 [시행 2020. 6. 18.] [훈령 제2008호, 2020. 6. 18.,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21.2.1.] [훈령 제1359호, 2021.2.1., 개정]
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7.8.23.] [훈령 제52호, 2017.8.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시행 2013. 4. 11.] [훈령 제5호, 2013. 4.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3. 7. 1.] [훈령 제44호, 2013. 7. 1., 제정]
농촌진흥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2.12.28.] [훈령 제925호, 2012.12.28., 제정]
문체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9. 4. 16.] [훈령 제374호, 2019. 4. 16.,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방첩업무 시행지침 [시행 2013.5.23.] [훈령 제2013-7호, 2013.5.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4. 4. 1.] [훈령 제56호, 2014. 4. 1., 제정]
여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3. 7. 5.] [훈령 제52호, 2013. 7. 5., 제정]
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6.12.20.] [훈령 제83호, 2016.12.20., 폐지제정]
원자력안전위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20.8.21.] [훈령 제148호, 2020.8.21., 개정]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12.18.] [훈령 제58호, 2017.12.18., 제정]
중소벤처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9.10.22.] [훈령 제49호, 2019.10.22., 개정]
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16. 6. 21.] [훈령 제1220호, 2016. 6. 21., 제정]
방사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 2019. 5. 20.] [예규 제514호, 2019. 5. 20.,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 2019.3.11.] [예규 제152호, 2019.3.11., 개정]

사.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제7조)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61) 또는 국가안보
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방첩기관등의 장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60) 국가법령정보센터-방첩업무규정-법령체계도-상하위법-방첩업무규정-행정규칙(검색일 : 2021.12.7.) (https://www.law.go.kr/LSW/lsStmdInfo
P.do?lsiSeq=225715&ancYnChk=)
61) 산업기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첩 및 산업보안법제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제7권1호, 2014.8.27.,
한국국가정보학회 홈페이지-학술지-학회지 검색-제목-김영기, (http://www.kanis.or.kr/sample/board_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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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제8조)

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
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실이나 관련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방첩
기관등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
2. 접촉한 외국인이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위의 사안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정원장은 신고내용이 국가안보와 방첩업무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정부 표
창 규정」 등에 따라 포상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020.12.31.일 국정원의 방첩업무규정 일부개정 이후 자체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을 개정한 기관은 국가법
령정보센터 방첩업무규정 법령 체계도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 12일 현재 국가보훈처 1개 기관으로 포상을 추천
하니 긍정적인 검토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근거 : 국가보훈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시행 2021. 2. 1.] [국가보훈처훈령 제1359호, 2021. 2. 1., 일부개정] 국가보훈처(운영지원과), 044-202-5342

자.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절차(제9조)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제10조)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방
첩전략회의를 두며, 의장은 국정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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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2. 인사혁신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차장
3.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
4.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5. 전략회의의 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의 정보·보안정책부서로서의 기능과 직할부대로서의 2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방부
차관이 아닌 국방정보본부장이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위원에 포함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군 방첩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62)

카. 방첩교육(제13조)

방첩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방첩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타. 홍보(제15조)

방첩기관의 장은 홍보를 통하여 소관 방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방첩기관별 근거법령

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은63)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정원의 직무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조(직무) [시행일: 2021.1.1.] <제4조제1항제1호 다목과 라목은 24.1.1일 시행>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요약>
1.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2. 보안 업무
3. 제1호(정보업무) 및 제2호(보안업무)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대응조치
4.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62) 국방부는 국방부의 보안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 국방부 내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국방부 및 예하 군
사조직에 대한 보안정책은 국방정보본부에서 관장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7. 23.] [대통령령 제31904호, 2021. 7. 2
3., 일부개정], 제10조(운영지원과)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63)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9호, 2021. 10.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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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시행일: 2024. 1. 1.]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시행일: 2024. 1. 1.]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국가정보원은 2023. 12. 31일까지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에 의거 위 수사업무 담당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2. 국가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정보업무) 및 제2호(보안업무)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64)
나. 방산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수사기관 역할(방산기술침해조사·수사)

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103

나.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65)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66)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4. 방첩ㆍ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은67)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68)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69)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
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직무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4)
65)
66)
67)
68)
6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4. 1. 10.] [법률 제12224호, 2014. 1. 10., 일부개정] 국가안보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5호, 2021. 3. 23., 제정]
해양경찰법 [시행 2021. 1. 14.] [법률 제17904호, 2021. 1. 13., 일부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6. 22., 타법개정]
국군조직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1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2조(국군의 조직)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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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시행 2018. 9. 1.]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요약>
1. 군 보안 업무
2. 군 방첩 업무
3.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4. 군 안보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지원 업무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보안업무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 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라. 군인 및 군무원 등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형법」 내란 및 외환의 죄, 「군형법」 반란 및 이적의 죄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누설)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의 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규정된 죄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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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정보본부령

국방정보본부령70) 제1조(설치)에서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
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의2(업무)에 근거
하여 국방정보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2항에는 예하 부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사령부의 임무에 대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정보사령부 :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에 관한 업무
* “영상정보등”은 군사 관련 영상ㆍ지리공간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의 정보·보안정책부서로서의 기능과71) 직할부대로서의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방
부 차관이 아닌 국방정보본부장이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의2(업무)
제8호에는 2011년 7월 1일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가 반영된 이후 2021년 12월 현재까지 방첩정책에 관
한 내용이 미개정된 상태로 있어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72)

국방정보본부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과73) 동법 시행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방산보안업무훈령을 관리하고 있다.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며,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
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하고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4)

70) 국방정보본부령[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2호, 2018. 12. 4., 일부개정]
71) 국방부 및 예하 군사조직에 대한 보안정책은 국방정보본부에서 관장한다.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는 국방부 내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7. 23.] [대통령령 제31904호, 2021. 7. 23., 일부개정], 제10조(운영지원과)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2) 구 국방정보본부령 [대통령령 제23007호, 2011. 7. 1, 일부개정] 제1조의2(업무) 제8호 개정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에 관한 업무(를)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으로)(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1204&lsiSeq=205327#)
방첩업무규정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항 3.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73) 군사기밀 보호법[시행 2015. 9. 1.] [법률 제13503호, 2015. 9. 1.,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74)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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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1. Ⅰ급비밀
2. Ⅱ급비밀
3. Ⅲ급비밀

세부 기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1. Ⅰ급비밀
2. Ⅱ급비밀
3. Ⅲ급비밀

세부 기준
다. 전략무기75)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다.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76)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아.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ㆍ유지 계획
가.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 저장시설 또는 수송계획
아. 종합적인 방위산업체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4. 방산기술보호법77)

방산기술보호법의 정책관리 부서는 국방부 전력정책과이고 방산기술보호업무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부서
는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이다.

방산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
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제10조),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11조), 조사(제11조의2), 방
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2조),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및 벌칙(제21조)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75) 전략무기(Strategic Arms)는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사 기지, 산업 시설 따위의 목표를 공격하는 데 쓰는 무기로 핵을 사용하는
전쟁에서는 핵전력을 가진 무기인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전략 폭격기 따위를 이른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21. 05. 31.
76) 유도무기는 지상발사유도무기, 해상발사유도무기, 공중발사유도무기, 수중유도무기 등을 말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2019. 3. 19.
훈령 제2266호) 제20조(화력무기체계) 제6호.
7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83호, 2020. 12.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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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제10조) 및 벌칙(제21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이에 대한 벌칙(제21조)은 다음과 같다.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ㆍ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방산기술보호법 벌칙(제21조) 제1항에서의 외국등과 관련된 첩보 등은 정보수사기관과 별도로 방첩업무 계
통을 통하여도 보고 및 정보공유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 이 요구된다.

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제11조)

① 대상기관의 장은78) 방산기술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79)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78) 방산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
79) 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 제5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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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사기관과 방첩기관이 중복되는 기관인 국정원, 안보지원사 등의 경우에도 기관 내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상이 할 것이며, 정보수사기관과 방첩기관 별도의 계통으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청내 기술보호과와 운영지원과와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유기적인 협조 및 정보공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80) 따라 설치된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81)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해당된다.

다. 조사(제11조의2) [본조신설 2020. 12. 22.]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4. 제출자료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80)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
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8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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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
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
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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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방사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조사) [본조신설 2021. 6. 22.]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
(이하 이 조에서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요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경우로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領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사 연기를 요청하려는 자는 출석요구서등을 보낸 방사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⑤ 조사대상자가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제12조)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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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82) 구축ㆍ운영 현황
2. 법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현황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통합실태조사를 사이버시큐리티 성숙도 모델 인증(CMMC) 점검항목과 비교·보완을 통한
미국 표준과도 연계시켜 방산수출 기준충족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83)

마.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제14조)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2항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ㆍ자문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자료 제공
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평가ㆍ실용연구화 및 보급ㆍ확산
나. 네트워크ㆍ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2)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말한다(방산기술보호
법 제2조제3호).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ㆍ접근ㆍ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
다. 정보보호체계 :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83) 김기범, 통합실태조사와 CMMC 인증 점검항목 비교,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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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방산안보를 위한 방첩업무 발전방안
방산안보를 위한 방첩업무 발전방안은 방사청의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과 연계한 발전방안과 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업무 발전방안, 방산안보와 국방정보업무 발전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산기술보호 시행계획과 연계한 발전방안

방사청의 20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연계하여 방산안보를 위한 방첩업무와 정보수사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
가. 방위산업기술관리원 설립 지원
나. 방산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범정부협의체 마련 지원
나. 방첩기관 및 정보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기술유출침해 신고 대응 체계화 지원
라.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마. 방산업체 CEO 간담회 시 방산안보 중요성 홍보

가. 방위산업기술관리원 설립 지원84)
방사청은 국과연 자료유출 이후 방산기술 유출 근절대책 수립, 실태조사 등 주요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
근 주요 방산업체에서 기술유출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독립적인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
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 2(방위산업기술관리원의 설립 등) 조항 신설을 통한 방위산업기술관리원 설립을
2022년 7월 목표로 추진한다.85)

방산업체 기술유출·침해 시 대응 및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신설조직의 조직·인력 확보 이전에는 방위사업청, 국
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통합 대응할 계획이다.

방산기술관리원 기술관리운영본부 침해사고대응팀(15명)86) 등의 조직 신설 등과 관련하여 적정인원 및 향후
정보수사기관 등의 통합실태조사 지속참여 여부, 설립 이후 방첩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체계 등의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요구된다.

나. 방산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범정부 협의체 마련 지원87)
방사청은 해킹을 통한 방산자료유출 사고 시 관련 분야 영향성을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통한
공동대응 필요에 따라 다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3조의3(사
이버보안 협의체) 신설을 2022년 6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88)
84) 방위사업청, 20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2021.10, pp.7-8.
8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검색-상세검색-[211254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2021.9.1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N1M0A8V3S0H0A9Y2F8Z5Z2J5P9R0)
86) 방위사업청,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안), 2021.10, p.17.
87) 방위사업청, 20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2021.10, p.9.
8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검색-상세검색-[211254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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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안팎에서는 국가 주도의 민간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방산업
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이 점점 강력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킹 시도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
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특히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노출 범위가 커진 만큼 개인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정책을 국가안보의 필수요소로 여겨야 한다”고 한다.

방산 강국인 미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CISA·Cybersecurity In formation Sharing Act)을 제정하
고 ‘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했다. 초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로 반발을 샀지만, 여
러 첩보를 공유함으로써 해킹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
라는 국가나 기관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면 이는 곧 민간과 기업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에 관련 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89)

방사청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의 행정기관과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경찰청, 검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의
유관기관의 참여를 협의 중으로 방첩기관과 정보수사기관은 방산안보 측면에서 유관기관과 업무중복 등 타당성 검
토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 방첩기관 및 정보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기술유출침해 신고 대응 체계화 지원90)
기술유출·침해 신고 및 사고에 대한 조사업무 간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화 추진과 정례협
의체를 통해 정보수사기관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체계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을 2022년 5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방산기술 유출 조사 간 조사과정 확인서, 문답서, 임의제출 확인서 등 조사행위와 관련한 양식 마련과 재직(퇴
직)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징구 등 효과적인 기술유출 사고 조사를 위한 관련 지침 수립을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등에 관련된 내용은 방
첩계통으로도 정보공유가 되도록 매뉴얼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규정에91) 근거하여 방첩기관(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
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과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
부)간 정보공유 등 기획ㆍ조정 기능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92)

국가정보원은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
첩정보공유센터를 두고 있다.93)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제1항제1호나목에서 방첩에는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
첩을 포함한다. 따라서 방산안보 기능을 포함하는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 방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N1M0A8V3S0H0A9Y2F8Z5Z2J5P9R0)
89) 조선일보, 방산업계 해킹 속출… “국가 주도로 민관 협력해야”,2021.11.29.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1/29/3GA
T6JLF2BHYTCAKOFAGC7FZBE/)
90) 방위사업청, 20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2021.10, p.26.
91)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제1항 제5호
92) 자세한 사항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참조
93) 방첩업무규정 제4조의2(방첩정보공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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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인력 지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 공유
가.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관여된 인물ㆍ단체에 대한 정보
나. 외국등의 정보활동을 사전에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정보
다. 그 밖에 방첩기관등 간 합동 대응에 필요한 정보

외국등과 관련된 기술유출 침해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수사기관으로 참여하는 담당자와 방사청 운영지원
과를 통해서 방첩업무를 종합하는 국정원 방첩담당 직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정보수사기관으로 참여하는 국정원 수사관은 사안이 외국등과 관련이 있으면 국정원 방첩부서에 신속히 통보
해주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에서도 방사청 방첩업무규정에 의거 운영지원과 방첩담당관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안보지원사령부 방첩담당을 경유하여 국정원 방첩담당이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외국등에 관한 정보가 공
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 등과94) 관련된 방산방첩정보는 국정원의 방첩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국인의 자체 방
산기술 탈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첩정보공유센터에서 관리가 제한됨으로 방산기술보호법령 내에 국방정보본부와
방사청 및 정보수사기관이 공유할 방산정보(수사)공유센터[또는 방산안보(수사)공유센터]의 설치 검토가 요구된다.

라.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95)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 보유기관 기술보호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과정(석사) 신설을 위해 2022년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23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
업 운용규정을 제정하며, 2024년∼2026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과정을 창원, 수도권, 대전에 운영
할 계획이다.

방위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타 부처 사례검토 등 타 부처 기술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술
보호 운영인력(재직자) 전문화 지원사업 등 사례분석과 대상기관 교육과정 참여 수요 및 참여 가능 대학 파악과
사업추진체계, 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협약 체결 및 사업관리, 사업결과 평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등의 제정을 추
진하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준비하고 있다.96)
94) 방첩업무규정 제2조(정의)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
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5) 방위사업청, 20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2021.10, p.33.
96) 방산기술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2항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자료 제공

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115

이와 관련 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97)

2021년 10월 국가정보원은 방산안보 및 방첩 상호협력을 위해 명지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였고, 후속 조치로
2022년 3월부터 명지대 대학원에서는 방산안보학과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여 제1기 첫 수업을 진행한다.98) 각급
방첩기관과 정보수사기관도 자체 방산안보업무 발전을 위해 기관별 또는 국가정보원이 통합하여 방산안보 및 안보
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예산과99) 각 조직 내에 교육 부수 인력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인 방산안보역량 전문화를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

민간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지원도 중요 하지만 현재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을 통한 방산업체의 부담경감도 필요하다.

마. 방산업체 CEO 간담회 시 방산안보 중요성 홍보100)
방사청은 전사적 차원에서 기술보호 인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하여 방산업체 책임자(대표 및 기술보호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2회(5월, 11월)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은 제7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하였다.101) 이번 간담회는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21개 업체의 대표 등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기존에 지정된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산분야 협력업체에서도 참여하였다.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책임 국방과 강한 안보의 기틀을 만드는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이자, “첨단과학기
술과 산업육성을 추동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참석한 방산업체에서는 국
산부품 활용확대 및 국내연구개발 촉진, 수출무기 현지시험평가 지원, 우주방위산업 발전지원 등을 제안하였으나,
방산안보를 위한 방산기술보호에 관련한 내용은 미확인 되었다.

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9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참조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https://blog.naver.com/ysryu86/222552385454)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방산안보학과는 방위산업 안보를 위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역량을 갖춘 고급 전문인재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
으며,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의 교과과정은 방위사업 트랙, 안보 트랙,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트랙이 2022년 3월부터 개설하여 다양
한 학제 영역을 포괄하는 융합교육과 연구를 통한 창의적 전문가, 방위사업, 안보 및 보안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 방위산업과 국가안보에
공헌하는 서번트 전문가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
99)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및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업무의 감사)
100) 방위사업청, 2022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 2021.10, p.37.
101)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장관 주관 제7회「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2021.11.10.(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
=mnd&page=1&newsId=I_669&newsSeq=I_12690&command=view&id=mnd_0205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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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기관과 정보수사기관 합동으로 방산기술보호 등 최신 방산안보 동향과 국내·외 유출사례 등 방산업체 책임
자 관점에서 경영 간 고려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국방부 장관 주관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방산안보 및 국가정보업무 발전방안

가. 방산안보 수사업무 이관준비 및 방산안보 정보공유체계 활성화
국가정보원의 방산안보수사 역량을 점진적으로 경찰에로의 전수가 필요하며, 경찰도 방산안보수사 전담
부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과로 이관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와 국
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업무를 안보수사국이 전담하면서 방산안보수사 역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방산안보 방첩첩보도 국정원, 안보지원사 등 방첩기관 및 정보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국가 차원의 방산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 및 업무 공조를 위해 협력 창구인 국정원·경찰 안보수
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정원·경찰 안보수사협의체를 통해 내사 및 수사 사건 이관, 기관별 역할 분담, 노
하우 전수 등을 통해 새로운 협력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102)

국정원의 강점인 외국등과 관련한 국외 안보수사 정보를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안보수사 기관에 적시
적절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의 방산안보 수사 인력 제한 등으로 군 관련 첩보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서 수집되는 첩보를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03)

방산기술보호법 시행령상의 “정보수사기관” 명칭도 “정보기관” 또는 “방산안보기관” 등으로 변경하여야 2023년
12년 31일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원활한 방산안보 수사정보 지원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나. 국가정보업무 전문화
국정원도 대북ㆍ해외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관하되,104)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北 연계 안보침해 범죄정보 수집 기능 유지하고 있다.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가안보 관련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ㆍ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ㆍ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국정원법 제4조 직무조항에 추가하였고,105) 국가정보원내 해외ㆍ대북ㆍ과학정보 분야와 범죄정보
102)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주요업무-대공수사-수사권 이관. (https://www.nis.go.kr:4016/AF/1_1_5.do)
103) 김영기,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2021.12.10.
위 주제 토론 중 경찰대학 정웅 연구관은 국정원의 국외 정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군관련 첩보를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방산안보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4) 2021년 1월 1일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서 2024년 1월 1일로 시행을 명기하고 있다.
105)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제1항 제1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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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을 위한 새로운 협업체제 마련 등 정보수집 역량을 전문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하며 과학기술 중심의 조직이 돼야 한다.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경제, 통상, 안보, 군사, 의료 보건, 에너지, 기후, 식량, 산업 등 신안보 관련 국
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신안보 시대에 맞는 정보기관의 역할은 정보기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운영과도 직결된다. 미·중 냉전 시대와 신안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문제다.106)

2021년 12월 7일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하던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와 사이버정보비
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했다.107) 청와대는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함께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
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108)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에서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과 범주
가 변하면 그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직무에 대한 조직원의 인식과 전문성 확보와 함께 제도적인 변화도 이루어
져야 한다.

세계 각국도 최근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시기와 맞물려 희토류, 반도체 등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다.
2021년 11월 23일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해외 정보관에서 중국의 요소수 수출 문제에 대한 첩보를 받았지
만 국정원이 이를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했다"면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발언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경제안보국 신설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109)

방산기술보호 안티템퍼링,110) 저지연 실시간 영상전송 및 보안기술111) 등 신기술과 신안보 등에 대비하기 위
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도 국방부의 국방대학원 및 경찰대학의 치안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정원 소속의 국가정보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재개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국가정보
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ㆍ개발하고 국
가발전에 기여할 국가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24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자체 대학원으
로 만들어졌으나,112) 실제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을 미운영한 상태로 2011년 11월 22일에 국가정보대학원 설치
법이 폐지 되었다.113)

국가정보원은 민간대학원에서 강의가 제한되는 비밀정보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정보대학원 재개설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
위에 관한 정보
106) 데이터넷, 신안보시대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2021.11.29.(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14)
107)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체제로 운영된다. 보안뉴스, 청와대에서 다시
부활한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이 갖는 의미, 2021.12.8.(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3146&page=1&kind=2)
108)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4. 1. 10.] [법률 제12224호, 2014. 1. 10., 일부개정]
109) 매일경제, 국정원 '국내파트' 살려…전략물자 챙긴다, 21.12.9.(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24578/)
110) 송경호, 무기체계 안티템퍼링 프로세스 방안 및 방혁준, SW기반의 방산기술보호 안티템퍼링 기술,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2021.12.11.
111) 이강일, 미션 크리티컬 실시간 영상전송 및 보안기술,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2021.12.11.
112)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 1997. 12. 24.] [법률 제5481호, 1997. 12. 24., 제정]
113)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시행 2011. 11. 22.] [법률 제11105호, 2011. 11. 22.,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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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면서, 민간대학에서 강의가 가능한 국가정보 및 안보수사 분야나 과학정보 등 일반 신기술은 국·내외 일
반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을 일부 인원은 주간 위탁 교육으로 진행하고, 다수 희망자에게 주간에는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야간이나 주말반으로 취학하여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장려하고 등록금 일부를 지
원해 주면 국가정보업무 발전과 각 개인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되어 해외ㆍ대북ㆍ과학ㆍ범죄정보 전 분야에서 외국
등과의 대응에서 전문성과 주도권 가지고 방산 및 국가안보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안보지원사에서도 보안·방첩분
야 석사학위 취득지원을 일환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114)

3. 방산안보 등을 위한 국방정보업무 발전방안

가. 방산정보 지원조직과 방산보안 전담조직 신설추진 및 방산안보법령 통합정비
첫째, 방산정보 지원조직과 방산보안 전담조직 신설추진
국방정보본부령에는115)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과 방위산업 보안정책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산정보를
전담하여 수집하고 생산하여 전파하는 조직이 없이 재외무관이 필요시 또는 요청에 응하여 방위산업 물자의 수출
입에 관한 지원과 국가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ㆍ보고 등을 통한 제한된 방산정보를 지원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116)

국방부의 보안암호정책을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1개 과에서 방산보안정책업무와 국방보안정책업무 및
국방암호정책업무를 방산보안업무훈령과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군사기밀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관리를 통한 제
한적인 정책관리를 하고 있어, 소수 인원으로 방대한 업무에 대한 과중 등으로 국방 및 방산분야 전 제대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제한이 있다.

국방부에 방산기술보호와 방산보안 등 방산안보 관련 컨트롤타워가 없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117)

국방정보본부는 방위산업 정보수집에 필요한 전담조직 신설과 현 보안암호정책과 조직을 방산보안/기술보호정
책과, 국방보안/방첩정책과, 국방암호정책과 등으로 확대 개편하여 방위사업청과 방산기관 및 방산업체 등이 필요
로 하는 적시적인 방산정보 지원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산보안 정책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강
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분산운영 중인 방산안보법령 통합정비
현장에서는 여러 법령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있으며, 낡은 규제가 젊은 국방 인재를 옥죈다는 현장

114)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안보지원사소개-전문성확보-교육제도-전문학위 국·내외 위탁교육(https://www.dssc.mil.kr/dssckr/109/subview.do)
115) 국방정보본부령[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2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조의2(업무) 제4호, 제8호.
116)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시행 2018. 7. 4.] [국방부령 제965호, 2018. 7. 4., 일부개정]국방부(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 제8조(주재
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ㆍ보고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117) 김영기,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2021.12.10.
위 주제 토론 중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장은 국방부에 방산기술보호와 방산보안 등 방산안보 관련 컨트롤 타워가 없어 종합적인 관
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분야를 산업으로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투데이, 방진회·방산학회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워크숍 개최, 2021.12.11.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12115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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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도 있다.118) 다수의 방산안보 관계 법령 분산관리로 실무현장에서는 혼선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방산안보 관계 법령의 통합관리와 법령 차체의 통합도 필요하다.119)

국방정보본부에서 군사기밀보호법령과 방산보안훈령을 관리하고, 국방부 전력정책과에서 방산기술보호법령을
관리하며, 군 방첩업무훈령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관리한다. 분산관리 중인 방산기술보호법령과 군 방첩업무
훈령을 국방부의 정보보안 정책부서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여 국가정보 정책과 국방정보 정책의 연계하에 통합
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장에선 방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방부 훈령인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과 방사청 훈령인 ‘방위산업기술보호
지침’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혼란이 있으며, 안보지원사 주관으로 방산보안과 방산기술보호 통합교육과 방사청의
주관으로 보안감사와 실태조사를 통합한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법령의 관리
주체 통합과 관계법령의 정비 등이 통합된다면 현장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120)

군방첩업무훈령(국방부훈령)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군방첩업무훈령(국방부훈령)의 존재 근거로 방사청의
방첩업무규정(방사청예규)이121) 있는데 제1조(목적)에서 군방첩업무훈령(국방부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군방첩업무훈령의 국방정보본부로의 이관 필요성의 근거로 국방정보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방첩전
략회의 필수위원에 포함되어 있다.122) 이는 국방정보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의 국방정보, 국방보안 정책부서로 군
방첩 관련 정책(훈령)을 통합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국가방첩전략회의 필수위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
된다.

방산기술보호법을 관장하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과는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군사력 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정비 업무,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방위력 개
선사업 관련 업무의 조정,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력 건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어 군사기밀보호법과 방산보안업무훈령과 연계된 통합적인 방산기술보호법령 정책관리가 제한될 것으
로 판단된다.123)

118) 녹색경제신문, 낡은 규제가 젊은 국방인재 옥죈다...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검토해야, 2021.5.18.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89668)
- ADD의 이상한 보안 규정...기밀을 지켜야 하나, 규정을 지켜야 하나
- 국방보안업무훈령, 방산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기강통합관리훈령... 도대체 어느 명을 따르리까
- 논리적 망분리로 물리적 망분리 보완해야
119) 김영기, 방산안보와 정보수사기관의 역할,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2021.12.10.
위 주제 토론 중 방산보안협의회 김창배 회장은 방산보안 관련 법령과 규정이 너무 많아 적용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스투데이, 방진회·방산학회 제7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워크숍 개최, 2021.12.11.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11211500019)
120) 보안뉴스, 무기체계 기술보호, 사이버보안과 함께 고려해야, 2020.4.22.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7747&kind=)
121) 방첩업무 규정 [시행 2019. 5. 20.] [방위사업청예규 제514호, 2019. 5. 20.,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2) 방첩업무규정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에서는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를 두고 있으며,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고, 위원 중에는 방위사업청과 경찰청 및 해
양경찰청의 차장,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을 포함하고 있다.
123) 국방부 홈페이지-국방부 소개-조직도-전력자원관리실-전력정책과 업무소개(https://www.mnd.go.kr/cop/dept/deptInfo2.do?deptCode=129
1236&siteId=mnd&id=mnd_060501000000#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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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안보법제(국방보안법제)를 시험과목 및 가산점 부여를 통한 방산안보 역량 확대
첫째, 국방안보법제(국방보안법제)를 군무원 시험과목 반영
국방정보와 보안 및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
과목 변경이 요구된다.

현행 군무원 시험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는 공통이며, 군사정보 직렬 군무원은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
학, 심리학이고, 기술정보 군무원은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체계론, 암호학 과목 등 계급에 따라 총 5∼7개
과목이다.124)

경력경쟁채용 시험은 2개 과목으로 직무관련 군 경력이나 민간경력 또는 관련 학과 및 전공자를 대상으로 국
가정보학은 필수이고, 군사정보 직렬 7급부터 5급 이상은 심리학, 군사정보 직렬 9급과 기술정보 직렬 9부터 5급
이상은 정보사회론 필기시험을 보고 있으며, 관련학과 전공은 해당 직무에 따라 변동되고 있다.

국방부 정보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학과 전공현황(5개년 모집공고 종합)
직 렬

관련 학과 및 전공
안보학, 북한학, 정치외교학,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중국학, 빅데이터,

군사정보

무기기술정보, 디지털포렌식, 수학, 암호수학, 암호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지구물리학, 지진학, 지리공간정보, 기상학, 음향학, 핵물리학, 핵/미사일,
정보통신, 빅데이터, 통신신호, 암호알고리즘, 융합보안학, 정보보호학

기술정보

북한학, 북한전략, 대북정책, 북한정치, 정치학, 빅데이터, 수학, 암호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정보보호, 이동통신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에 대한 범위조정과 폐지 및 대체가 필요하다.

국가정보학은 국방부 및 각 군 정보군무원 시험임을 감안하여 군사정보와 기술정보 분야의 비중확대가 요구된
다. 정보군무원은 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 777사령부), 합참정보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육·해·공군본부 및 해
병대사령부, 작전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 연대, 대대급 제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론은 폐지하고 국방안보법제(또는 국방보안법제)로 대체가 요구된다.
정보사회론의 폐지 필요성으로, 정보사회론은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군무원의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지식으로 볼
수 없다. 그 근거로 일부 수험생들은 정보사회론 과목을 기본서 종류도 부족하고 해마다 출제범위도 불분명한 찍기
시험, 무당시험 과목이라며 과목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과목이다.125)

행정직군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직렬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126)

12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27.] [국방부령 제1030호, 2020. 7. 27.,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7. 27.>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
125) 법률저널, 수험생들 “군무원시험 문제 공개 확대‧소지를 허하라”, 2021.8.9.(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394)
126)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채용안내-군무원소개-직렬별 주요 업무내용.(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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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직렬의 업무 내용
직 렬
군사정보
기술정보

업무 내용
- 주변국 및 대북 군사정보 수집, 생산관리, 부대전파 및 군사보안 업무
- 외국정보 및 산업, 경제,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생산관리 보안 업무
- 정보용 장비, 기기 등에 의한 정보수집 업무

따라서 정보사회론 과목의 대체과목으로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직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국방안보법제(또는
국방보안법제) 과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안업무는 정보직 군무원에게는 필수 직무이고, 소속부대 인접부서 및 예하 부대에 보안지도와 점검을 해야
하는데 필수요소인 보안 법제를 사전에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직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
어야 할 것이다.

보안, 방첩, 방산기술보호 및 군사기밀보호 법령 등을 포함하는 국방안보법제(또는 국방보안법제)로 변경하여
군 정보, 보안, 방첩 및 방산기술보호 실무에 도움을 주는 과목으로 정보군무원 신규채용 및 경력채용 시험과목으
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보안사고와 방산기술 유출, 군사기밀 유출과 침해 위협은 증가하는데, 방산기술보호법제, 보안규정,
방첩업무규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는 큰 관심이 없어 이에 대한 저변확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과거 문서보안이
주를 이루던 국방(방산)보안 1.0 시대에는 문서보안 위주의 내부단속 등 수동적 보안활동으로도 가능했지만, 첨단
과학기술이 중요시되는 국방(방산)보안 2.0 시대에는 정보체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보안활동이 필요하
며 그에 따른 공부도 필요하다.

둘째, 국방안보법제 과목을 국방부 승인 안보학 가산점 과목 반영 등 활용
국방안보법제(또는 국방보안법제) 과목을 국방부 승인 안보학 가산점 과목(국가안보론, 무기체계, 북한학, 전쟁
사, 리더십)에127) 추가하여 대학의 교양과목과 군사학과 및 부사관학과 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를 유도하고, 군에
입대하는 간부에게 가산점을 주어 국방안보법제(또는 국방보안법제)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면 보안사고 예방과 방
산안보를 포함한 국방안보태세 완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방(방산)보안 2.0 시대에는 보안은 보안담당자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 조직원이 함께 수행해야 하는데, 보안
과 기술보호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담당자가 보직을 받고 규정과 현황도 모르면서, 배우면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면 보안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군 내부에서 단일등급으로 운용하는 국방보안관리사제도가128) 있는데, 현행 국방보안관리사 응시자격과 시험과
목 보면 다음과 같다.

127) 육군학생군사학교장, 2021년도 육군 학군사관후보생(예비후보생) 모집안내, 붙임#13 가산점 부여 목록 및 적용기준, ⑥ 안보학 관련 과목
학점이수, 국가안보론, 무기체계론, 북한학, 리더십, 전쟁사 5개 과목 중 2개 과목까지(과목당 1점 가점), 2021.2.
128)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8호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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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 및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과목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 <개정 2021. 5. 14.>
구분

내 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응시자격

1. 7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시험과목

국방보안 경영ㆍ관리, 국방정보보안체계 운용ㆍ관리, 국방 물리보안 구축ㆍ운용, 국방비밀관리,
국방보안 수준평가 및 환류

군 복무 7년 기준보다는 국방 보안관리 분야 실무경력 기간과 국방 보안관리 분야 교육이수 시간이 중요할 듯
하다. 군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국방보안관리사제도를 국방보안실무사와 국방보안관리리사 또는 국방보안
관리사(1, 2, 3급 등)로 개정하여 군 입대전 민간에서도 보안 관련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방하
여 다수인원의 보안의식 고취와 전문성을 확대하여야 보안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국방보안실무사는 국방보안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 관련 학교와 일반대학 등에서 국방안보법제(또는 국방
보안법제) 등의 교과목 이수자에게 응시자격 부여와 과목개설 안보학 교수 및 군사학과 교수 등에게 자격시험 지
침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방보안관리사는 다년간의 보안경력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후 응시자격 부여 등을
통한 자격취득요건을 확대 강화하고, 시험과목에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을 포함한 국방안보(보안)법제를 추가하고,
자격취득자를 군내 보안, 방첩 직위, 방산업체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담당, 비상계획관 가산점, 예비군 지휘관 가산
점 등을 부여하면서 활동하도록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V. 결론

지금까지 방산안보와 방첩기관 등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방산안보와 관련된 대내 환경과 대외환경 및 사
건사례, 방첩기관과 방사청 및 국방정보본부의 방산안보 활동,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로 방첩업무규정과 방첩기관
별 근거법령, 국방정보본부령 및 방산기술보호법 중 방산안보 관련 조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산안보를 위한 방첩
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산안보를 위한 방첩업무 발전방안으로
첫째,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과 연계한 발전방안으로 방위산업기술관리원 설립 검토지원과 방산분야 사이
버위협 대응 범정부 협의체 마련 검토지원, 방첩기관 및 정보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기술유출침해 신고 대응 체계
화 지원,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방산업체 CEO 간담회 시 방산안보 중요성 홍보 등이다.

둘째, 방산안보 및 국가정보업무 발전방안으로는 방산안보 수사업무 이관준비 및 방산안보 정보공유체계 활성
화, 국가정보원 업무 전문화를 위한 전문/위탁 교육 활성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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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산안보 등을 위한 국방정보업무 발전방안으로 방산정보 지원조직과 방산보안 전담조직 신설추진 및 방
산안보법령 통합정비, 국방안보법제(또는 국방보안법제)를 군무원 시험과목 반영 및 군 입대 가산점 부여 등을 통
한 방산안보 역량 저변확대이다.

방산안보를 위해서는 방첩기관과 정보수사기관, 방사청과 및 국방정보본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며, 방첩기관과 정보수사기관, 방사청 및 국방정보본부의 각종 협의체 운영
및 법령개정 등은 방위산업 발전과 방산업체와 및 협력업체 등 방산기술보호 대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방
산기술보호 및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방산안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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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

장 노 순
(한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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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

장노순 (한라대학교)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정보기관의 사이버 전략과 역할
1. 사이버 첩보활동의 전략적 의미
2. 정보기관의 사이버 전략과 전략적 딜레마

III. 사이버 첩보활동에서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이중구조
1.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보완성
2.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경합성

IV. 사이버 공작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국가 행위자의 활용성
1.
2.
3.
4.

국가 책임의 부인가능성(deniability)
정부와 민간영역과의 정보공유 및 기술 공조체제
사이버 안보딜레마의 완화와 억제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 확장

V. 결론

Ⅰ. 들어가는 말

국가 정보기관의 첩보활동은 특정 시기의 특징이 아닐 만큼 국제안보질서에서 일반화되어 왔다. 국가안
보는 적대국가의 공격 의도, 계획, 역량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면 그만큼 효과적이고 손쉽게 달성된다. 이런
현상은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개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첩보활동은 적대세력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다. 정보기관의 공세적 활동
은 상대국가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훨씬 효과적인 자원 운용을 위해서는 반대편의 취약점을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작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재래식 안보구조와 전혀
다르다.1) 재래식 군사안보에서 압도적 군사력 우위는 상대세력과의 분쟁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 Thomas Rid, "Cyber War Will Not Take Pla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5, No.1 (2012); Erik Gartzke, "The Myth of Cyberwar:
Bringing War in Cyberspace Back Down to Earth," International Security, Vol.38, No.2 (2013); Adam P. Liff, "Cyberwar: Bringing I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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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이버 위협활동은 첩보활동과 비밀공작의 범위를 확장했고,2) 정보기관은 사이버공간의 전략적 활용에서 가
장 중요한 행위자이다.3)
사이버공간은 정보기관의 첩보활동과 비밀공작의 수단, 방식, 목적, 행위자의 역할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했
다.4)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주로 채택되었던 첩보수집 수단이나 행위자는 더 이상 국가의 독점적 위상을 보장
받지 못한다. 국가 정보기관은 여전히 해외에서 첩보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지만, 비국가 행위자들은 경제적
목적이든 범죄 차원이든 첩보수집활동에서 과거에 비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5) 비국가 행위자는 사이버공간
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활동하더라도 국가의 안보영역까지 연관되어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의 성격이 안보와
범죄의 목적이 모호하고 사이버 첩보활동은 공격의 양태로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행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단정하
기 어렵다. 결국 사이버공간에서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격 혹은 방어 목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민간보안업체 혹은 해킹그룹 등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과 역량을 간과할 수 없다.6)
본 연구는 국가 정보기관이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첩보수집과 공작의 역할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비
국가 행위자와의 협력 혹은 경쟁의 이중적 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공격의 주체로 국가가 부담
해야 할 위험은 비국가 행위자와의 협력관계로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방어의 주체로 국가는 공격의 책임자를 밝
히고 응징하는데 비국가 행위자와 경쟁관계가 조성될 여지가 있다. 즉, 국가 정보기관은 공격이나 방어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첩보활동과 사이버 비밀공작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해 자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정보제공과 상대국가의 정책 변화를 구체화하
려는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첩보활동과 비밀공작에 내재된 정보공개의 딜레마와 사이버 공작
의 위험을 완화하는데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그리고 국가 정보기관은 사이버 첩보수집과 비밀공작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으로 인해 파생하는 경합하거나 보완해 주는 이중관계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2)
3)
4)

5)
6)

ory Back in to the Cyber Conflict Debat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6, No.1 (2013). 사이버 안보의 성격으로 재래식 전쟁과 유
사한 파괴력과 피해 가능성이 강조되기도 한다(Mike McConnell, "Cyberwar is the New Atomic Age," New Perspective Quarterly, Vol.26,
No.3 (2009); Richard A. Clarke and Robert K. Knake, Cyber War (Ecoo, 2010); Gary McGraw, "Cyber War is Inevitable," Journal of St
rategic Studies, Vol.36, No.1 (2013)). 하지만 클라우제비츠식의 사이버전이 아직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접근
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Erik Gartzke and Jon R. Lindsay, "Weaving Tangled Webs: Offense, Defense, and Deception in Cyberspace," Security Studies, Vol.24,
No.2 (2015).
Myriaum Dunn Cavelty and F. Egloff, "The Politics and Cybersecurity: Balancing Different Roles of the State," St. Antony's International R
eview, Vol.15, No.1 (2019), p.47.
본 연구에서 정보기관은 해외에서 첩보수집과 인간정보에 특화된 정보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군 혹은 범죄 등 사이버 위협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조직을 모두 포괄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사이버 강대국들에서도 해외정보기관, 군정보기관, 국내정보기관이
역할에 편차가 있지만 공세적 활동과 방어 대응에 관여하고 있다(Catherine A. Theohary and John W. Rollins, “Cyberwarfare and Cybert
errorism: In Brie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March 27, 2015); Jon R. Lindsay, T. Cheung and D. Reveron, ed. al., C
hina and Cybersecurity: Espionage, Strategy and Politics in the Digital Domai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Greenberg, Andy, Sand
worm: A New Era of Cyberwar and the Hunt for the Kremlin’s Most Dangerous Hackers (Doubleday, 2019b).
Bruce D. Berkowitz and Allan E. Goodman, Best Truth: Intelligence in the Information Age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74-88.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는 국가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국제기구, 시민단체, 다국적 기업, 범죄집단, 해킹그룹, 개인 등을 의미한다. 국
제정치에서 자유주의이론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과 비중을 중요하게 인정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나 국제기구의 규범을 강제하려는 노
력은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
anization, Vol.36, No.2 (2006);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Revisited,” International Org
anization, Vol.41, No.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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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기관의 사이버 전략과 역할

1. 사이버 첩보활동의 전략적 의미

국가안보 목적의 첩보활동은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으로 제재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7)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
원하였다. 첩보활동이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무력 보복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
을 전폭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각 국가는 해외 첩보수집을 전담하는 국가 정보기관을 창설하여 은밀하게 활
동을 전개해 왔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첩보활동은 전통적인 첩보수집과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네 가지 형식의 회색지
대가 발생한다. 첫째, 사이버 첩보활동은 사이버 공격의 전단계로 첩보활동의 전략적 역할에 국한되기 어렵다.8)
사이버 위협의 한 유형으로 첩보활동은 행위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유형으로 사이버 공격은
패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탐지할 수 있다. 사이버 활동은 첩보수집과 사이버 공격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
재한다. 재래식 안보에서는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과 군사공격 행위와 수단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9) 대규
모 무력 공격을 계획한다면 군사력의 규모와 동원된 무기체계가 첩보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양태를 띠게 된다. 첩
보활동은 안보위협의 요인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긴급한 위협 행위의 징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무력 공
격 직전의 첩보활동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의 활동보다 특별히 다른 방식이나 수단이 활용될 필요가 전
혀 없다. 또한 첩보활동의 위협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규범으로 제재하거나 상대국가의 응징이 정당성을 인
정받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구조와 달리 사이버 안보는 위협수단과 과정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된다.10) 사이버 첩보활동과
공격 행위, 특히 무력 수준의 위협 행위가 연속선상에서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해당 국가의 의도와
계획이 오인되고 오판될 여지가 높아진다. 국제안보에서 국가의 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전쟁 수준이 아니더라도
분쟁의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킨다. ‘안보딜레마’는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상대국가에게 오히려 위협으
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사이버 위협활동의 한 유형으로 첩보활동이 향후 직
접적인 사이버 공격의 사전 준비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협 행위가 된다. 하지만 이런 행위
에 대한 판단은 위협을 받은 국가의 정치적 혹은 전략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을 여지가 높다. 미국에서 발생한 솔
라윈즈 혹은 MS 이메일시스템과 같이 인터넷 기술이나 화웨이 장비에 제기된 위험 등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위
협은 상대국가 혹은 행위자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사이버 첩보활동은 국가안보, 범죄, 경제수익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고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회색지
대가 있다. 첩보활동은 비밀스런 첩보수집이거나 공개적인 방식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전개된다. 전통적인 첩
7)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활동(cyber operations)과 사이버 캠페인(cyber campaign)으로 구분되기도 한다(Richard J. Harknett and Max Smeets,
"Cyber Campaigns and Strategic Outcom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020), pp.7-10).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위협의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단기적이고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사이버 첩보활동이 포함된다. 사이버 캠페인은 장기적이고 전략적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이버 위협행위를 나타내며 사이버 비밀공작이 해당한다.
8) Harknett and Smeets (2020), p.8.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말 북한이 소니영화사를 해킹한 배후 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명하고 응징을
천명한 이후, 북한 네트워크에 대해 사이버 보복을 가했다. 이런 반격은 미국 NSA가 그 이전에 북한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첩보활동을 수
행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David E. Sanger and Martin Fackler, “NSA Breached North Korean Networks Before Sony Attack, Officials
Say,” New York Times (January 18, 2015). (본 논문에서 인용된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The Guardian에서 인용된 자료는
인터넷판 기사이고 검색일은 출간 당일임.)
9) James Andrew Lewis, Rethinking Cybersecurity: Strategy, Mass Effects, and States (CSIS, 2018), pp.16-24.
10) Thomas Rid, "Cyber War Will Not Take Plac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5, No.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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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활동과 달리, 사이버공간은 정보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며, 편의성이
높고, 엄청난 분량의 저장과 관리가 가능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시스템은 이런 정보의 교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
킨 것이다. 정보와 인터넷 시스템은 재래식 무기처럼 완전히 통제되기 어렵고, 국가안보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11)
국가안보 혹은 중대한 국익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안보위협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안보
와 비안보 영역의 경계선이 애매해진 이유는 군사위협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영역이 확장되었고, 국
가기간기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이 대표적이다.12)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
상회담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사이버 위협의 레드라인으로 국가기간시설임을 명확하게 경고했다. 미국은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운용과 관리가 민간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다.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느슨하고, 사이버 위
협에 대한 대응 수단과 역량이 불충분하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민간영
역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것도 사생활, 사적영역 보호의 규제로 장애물에 직면한다.13)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
이버 침해가 무력 공격과 같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NPT와 같은 국제 규범화에 이르지 못
했다.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에 그런 위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정당성은 국제사회가 앞으로 논의가 필
요하다.
셋째, 사이버공간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전통적 안보와 달리 전문성, 기법, 활동 목적에서 회색지대를 무대로 삼
는다. 사이버공간은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시스템이 유지되고 경제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려는데 초점이 두고 발전되
었다.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지리적 공간처럼 확고한 지배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여백은 비국가 행위자
가 국가 행위자보다 훨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많은 정보와 자료가 비축되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Lin
2016, 27). 기업, 개인, 혹은 정부의 기관들은 자체의 사이버공간을 국가의 엄격한 통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한다.
비국가 행위자들은 국가의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첩보활동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국
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연계는 대응 전략과 수단이 재래식 안보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구축한다.
비국 행위자는 사이버 공격과 방어의 대상과 주체가 되고 있고, 국가안보와 중대한 국가이익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비국가 행위자는 첨단기술 혹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연구소, 발전소와 금융시스템과 같
은 국가기반시설, 백신개발 연구소 등 공격의 대상이 되고, 범죄 혹은 경제활동 차원에서 사이버공간을 공격적 방
식으로 활용하려는 주체가 된다.14) 사이버 첩보활동과 사이버 공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나
민간 영역은 방어 수준을 넘어서 반격의 권한과 책임도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 역할과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다.
민간 영역의 행위자가 책임자에 대해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이버 보복의 수단을 평소
에 보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미국을 제외하고 민간 영역이 사이버 방어와 공격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국가 행위자는 자신의 네트워크 방어를 위해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일정 수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보질서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이버 첩보활동은 방어 차원에서 선제공격이나 반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수단으로써 회색지대
를 조성한다.15) 억지전략에서 잠재적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 보복의 수
단을 확보되어야 한다. 사이버 첩보활동은 보복 수단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사이버 첩보활동을 포함하여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상대방의 위협에 관한
11) 미국의 방첩전략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적대국가의 정보위협에서 핵심적인 국가안보이익의 영역으로 초점을 바꾼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6 (2016); NCSC, Nati
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20~2022 (2020)).
12) Andrew Roth, and Luke Harding, “Biden Warns Will hit back if Russia continues with cyber strikes,” The Guardian (June 16, 2021).
13) Myriaum Dunn Cavelty and F. Egloff, "The Politics and Cybersecurity: Balancing Different Roles of the State," St. Antony's International
Review, Vol.15, No.1 (2019), pp.50-52.
14)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NCSC),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20), pp.2-3.
15) Gartzke and Lindsay (2015), pp.3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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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다. 더 나아가서 선제적 대응은 사이버 첩보활동이 충분한
기능을 담당해야만 만족할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6) 사이버안보의 방어 목적은 자국의 인터넷이나 시설을 보
호하기 위해 취약점을 해소하는 보안체계를 강화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공격원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사
이버 역량을 제거하거나 여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선제공격을 위한 첩보활동은 재래식 안보와 비교해서 훨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재래식 군사공격을 방지하
려는 전략은 재래식 군사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재래식 군사 수단을 활용하고, 비례성과 차별성의 원칙을 충
족시키는 것이 사이버안보보다 훨씬 용이하다.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려는 공격은 사이버 수단만으로
의도한 결과를 얻는데 조건과 환경이 까다롭다. 동일한 공격표적 선정, 공격 방식과 공격의 결과 등이 비례할 것
으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 첩보활동은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훨씬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 미국은 2018년 중간선거에 러시아의 사이버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선제공격 전략이 좋
은 사례이다.17) 미국은 러시아 인터넷연구소에 침해하여 러시아가 자국의 네트워크를 방어하는데 자원을 집중하도
록 유인하였고,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2. 정보기관의 사이버 전략과 전략적 딜레마

사이버 첩보활동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안보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국가 정보기관은
사이버 공격을 실행한 주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책임자를 지목하는 주도적 역할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복
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첩보활동을 통한 공격 수단을 갖추는 것이다. 전자는 공격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첩보수집을 통한 공개지목(attribution)이고, 후자는 실행 가능한 보복의 수단 대비이고 위협을 실행하는 사이버 비
밀공작이다. 이 두 전략 목적은 사이버 첩보활동을 방어차원에서 기본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첫째, 정보기관은
사이버 위협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책임기관으로써의 역할이다.18) 정보기관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정책과 전략을 선
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기관은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첩보를 수집하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시의 적절
하게 배포함으로써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첩보수집은 위협 행위자의 정체, 의도, 계획, 행위 방
식 등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사이버공간에서 위협 행위자를 찾아야 하고, 최종 책임소재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
이다. 정부가 대내외에 책임자를 특정하는 행위가 공개지목이다. 국가 정보기관이 이런 역할을 주도하지만 공개적
으로 발표하고 대응 방침을 천명하는 기관은 다양하다.
공개지목은 최소 3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19) 공개지목은 개인 혼자 처리하기에는 거의 항상 포괄적
이고 복잡하여 처리할 수 없다. 재래식 군사공격은 군 자체의 정보자산만으로 비교적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위협은 민간영역이 관리하는 시설과 네트워크 시스템 등 다양한 많은 표적을 삼고 있
기 때문에, 이들 조직과의 정보공조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따라서 군 조직처럼 위계적인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
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공개지목은 전문성과 세부 전문영역을 갖고 분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20) 사이버공간의 전문성은 국가의 독점적 위상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의 여러 기관과 민간보안업체 등 어떤

16)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간시설과 민간분야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조직, 대응체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통일된 전략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
다(경향신문, 2021/7/16). 여기에는 선제적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 한국은 사이버 선제공격 전략이 구체화된 사례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량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17) Ellen Nakashima, “U.S. Cyber Command Operation Disrupted Internet Access of Russian Troll Factory on Day of 2018 Midterms,”
Washington Post (Feb. 27, 2019).
18) 정보기관은 조직체계, 활동 목적, 첩보수집의 수단 등에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외에서 인간정보수단을 바
탕으로 첩보수집과 사이버 위협활동에 관한 첩보수집을 주도하는 해외정보기관, 군사작전과 사이버활동에 주안점을 주는 군정보기관, 국내
범죄수사와 관련한 법집행기관의 정보조직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9) Thomas Rid and Ben Buchanan, “Attributing Cyber Attack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38 (2015), p.5.
20) Pual M. Nakasone and Michael Sulmeyer, “How to Compete in Cyberspace,” Foreign Affairs (Augutst 2020), Vol.9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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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우위성을 과시할 수 있다. 끝으로 공개지목은 직접적인 기술정보 수집 등 다른 수단의 첩보와 자료를 통
해 분석과 판단해야 하는 긴 과정이다. 여러 국가의 네트워크를 경유하고, 해킹 도구를 모방하거나 은폐할 수 있
으며, 악성코드를 만들고, 침해하고, 파괴적인 활동의 각 단계가 동일한 조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
의 책임 대상을 특정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군사충돌은 불과 몇 분이면 공격 개시국
을 파악할 수 있지만, 사이버 위협은 수주 혹은 수년간 소요되는 추적 과정이 요구된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
정을 거치더라도 확증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자국의 네트워크 취약점과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보기관은 정책결정권자가 필요한 정보, 즉 사이버 위협의 책임자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전략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공개지목을 해야 하는 국가 혹은 정보기관은 증거를
제시하여 공격자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은 공개의 딜레마에 직면하여,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21) 정보기관은 다른 사법기관이나 안보기관의 정책 판단의 기준과 전략 선택이
동일하지 않다. 정보기관이 정보생산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또 다른 요소는 공격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시점, 증거의 신뢰성을 두고 정부 내의 부처 간 그리고 민간보안업체 혹은 민간기업 등 비국가 행
위자와 경합해야 한다는 점이다.22)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이 민간영역의 네트워크를 감시하
고 통제하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정보기관은 선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보안업체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영역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격 책임자의 공개지목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제기구와 규범화를 고민하고 있다.23) 예컨
대, 초국가적 책임귀속기구(TAI), 세계사이버컨소시엄(GCC), 국제책임귀속기구(IAO) 등이 제안되어 있다.
아래 (그림1)은 정부(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민간보안업체)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중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공개지목은 방어 목적의 억지전략이든, 공격 목적의 선제공격전략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
이다.24) 민간보안업체는 정보통신기술과 활용에서 정보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더욱
이 민간보안업체는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고, 잠재적 표적을 추적하는데 많은
자료와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정보기관은 전략 목표의 우선순위, 민간분야의 통제와 감시의 제약, 국제협력
의 한계 등으로 비국가 행위자에 비해 항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지아
테크(Georgia Tech)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공개지목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정부와 경
합할만한 수준이다.25)

21) Rid and Buchanan (2015), p.26.
22) Myriaum Dunn Cavelty and F. Egloff, "The Politics and Cybersecurity: Balancing Different Roles of the State," St. Antony's International
Review, Vol.15, No.1 (2019), pp.47-52.
23) Milton Mueller, et. al., “Cyber Attribution,” The Cyber Defense Review, Vol.4 (2019), p.11.
24) Amir Lupovici, “The Attribution Problem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Violence: Taking Cyber Deterrence Literature a Step Forward,” I
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 Vol.17 (2016), p.324.
25) Mueller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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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이 고려해야 할 점은 사이버 위협의 공격자에 대한 공개지목이 국내외에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행위
로 평가된다는 것이다.26) 국내 보안 및 정치적 목적과 대외 안보 및 전략적 목적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격자
에 대한 공개지목은 상대방 혹은 국가에 대한 대응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공개지목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외교갈등, 자국 내의 비판여론, 정보원 및 기술력 수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그림1)에서 공개지목의 마지막 단계는 전략적 공개지목으로 정보기관의 독자적 역할
이 가장 확실하게 부여되고 있다. 반면에 ‘행위적 공개지목’은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간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크다.
둘째로 정보기관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첩보수집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국가의 정책과
전략을 수정하거나 단념하도록 영향력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보기관은 비밀공작을 통해 사이버 대응전
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태세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27) 이미 지적했듯이, 사이버안보의 특징상 공개적이고 파
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사이버 작전이나 공작은 은밀하게 사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공작활동은 첩보활동보다
훨씬 위험부담이 높고, 비용도 많이 요구되고 조직의 동원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기관은 사이버 첩보
활동을 벗어나는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려는 비밀공작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필요성이 있다. 정보기관은 방어 목적
이든 군사작전의 일환이든 사이버 첩보활동을 통해 공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이버 첩보활동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기관은 비국가 행위자와의 경쟁과 협력의 이중관계에 놓인
다. 즉, 정보기관은 해커 집단들의 지원과 공조가 필요하다면 이들의 협력관계가 되고, 반대로 해커들의 활동이 경
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보기관의 역할은 미묘하고 불안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을 묵인할 수 있으나 활동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없는 유형이 존재한다.28) 애국적 해커, 핵티비스트처럼 비국
가 행위자는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에서 활동한다. 정보기관은 비밀공작으로 사이버 첩보활동을 담당하지만 상
대국가에 의한 탐지와 제재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이중관계에서 사이버 안보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인센티브가 있다.
26) Rid and Buchanan (2015), pp.27-29.
27)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은 심리전에서부터 준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까지 다양하고, 외국 정부, 사건, 혹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A
bram N. Shulsky and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3rd ed. (Brassey’s, Inc. 2002), p.77.
28) Jason Healey, “Beyond Attribution: Seeking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yber Attacks,” Atlantic Council Issue Brie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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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력적인 관계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정보기관의 위험한 역할을 대리해서 담당해주는 것이다. 사이버안보
에 대한 국제규범이 아직은 제대로 합의되어 있지 않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공격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국가안보 영역의 회색지대를 포함하여 사이버 첩보활
동은 상대 국가의 심각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는 이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보복과 제재를 회피할 수 있
는 구실을 마련한 것이다. 사이버 위협활동이 물리적 파괴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된다면, 상대국가의 대
응은 확전의 위험을 높인다. 공격의 주체가 정부가 직접 관여했거나 배후에 있다면, 안보와 외교적 제재와 보복이
현실화될 여지가 높다. 이 때문에 국가는 사이버 위협활동, 의도, 피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비국가 행위
자는 범죄, 안보 혹은 여타의 목적이 혼재된 상태에서 활동 공간이 넓다. 군사작전은 무력의 우위만으로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대 전쟁의 양태이다. 군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가 주민들의 심리적 분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응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사이버 작전이 동원될 수 있다.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사이버 첩보
활동과 그 이후에 연계되는 사이버 공격은 군대조직이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가 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국가 행위자로 범죄 집단은 사이버공간을 범죄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들은 사이버 공격수단을 판
매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면서 사이버 위협의 대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고 있다.29) 이들에 대
한 국가 차원의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안보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국의 국익에도 피해를 초
래할 수 있다.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첩보활동이 범죄 수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공격 역량
은 국가안보 혹은 국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욱이 사이버 범죄집단의 기술과 전문 인력이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다면 국제사회와 이들이 속한 국가의 안보 혹은 국익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해커집단의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커집단의 범죄 활동이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 아래 (표1)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
자의 관계가 첩보활동과 비밀공작에서 경쟁과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행위자의 경합성은 사이버
첩보활동에서 높고, 보완성은 사이버 비밀공작 부분이다.

<표-1>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관계 비교
정보기관

사이버 활동의 유형

사이버활동
사이버 첩보활동

사이버 비밀공작

보완성

보통

높음

경합성

높음

낮음

행위자 관계

관계유형

29) Marietje Schaake, “The Lawless Realm: Countering the Real Cyberthreat,” Foreign Affairs, Vol.99, No.6 (2020).

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135

Ⅲ. 사이버 첩보활동에서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이중구조

1.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보완성30)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전략은 대표적으로 응징과 보복을 다짐하는 억지전략이고, 공격 이전
에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선제공격전략이 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사이버 공격자의 신원과 정체를 탐지하
고 파악되어야 한다.31) 사이버 안보위협은 군사위협처럼 인명살상과 시설 파괴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자 공개지목은 안보와 외교적으로 미묘하고 불확실성이 높다. 명백한 주권이나 영토 침범으로 규정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 무력대응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정보기관은 전쟁이나 외교가 아닌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지
켜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은 국가의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전쟁과 외교 수단이 갖지 못한 방식의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명확하고 물리적인 증거가 남는 재래식 군사공격과 달리,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국가 정보기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최적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으로 부상하도록 했
다. 국가 정보기관은 다른 안보기관이나 부처와는 다른 성격의 기능과 임무 수행 방식을 따른다.
정보기관은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 위협 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첩보수집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안보전략
수립에서 독립적으로 완성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32) 이는 사이버안보의 특징과 정보기관의 성격에 기인한
다.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스템의 취약점이 위협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은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적 의미가 있다. 취약점은 비교적 저렴하고 용이하게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이고, 취약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가치는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지속된다. 정보기관은 특정한 세
력을 공식적으로 지목하고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목적과 자신의 첩보수집원과 첩보수집방법을 은폐해야 하는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해야 한다. 이른바 정보기관의 ‘공개의 딜레마’이다.
정보기관의 공개 딜레마는 공개지목의 증거 능력이 제한받게 된다. 정보기관이 설령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자 규명과 제재 혹은 응징의 정당성을 얻기 어렵게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이버 위협활동에 대해 공개지목을 당한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은 그런 주장의 근거를 부인하거나 확
증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공개딜레마는 공격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전략선택의 신뢰성에 의
문을 제기하게 한다. 사이버 위협의 피해국이 위협 행위자를 공개지목 했을 경우, 국내정치와 국제외교 무대에서
정치 및 외교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33) 안보 위협이나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특정했음에도 추가 제재 혹은 처벌
을 하지 않는다면, 공개지목한 국가는 국내정치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선거에서 무능한 정권으로 외면받을 수 있
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해당 국가의 평판은 심각하게 손상을 받고, 미래 억지전략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원래 공개의 딜레마에 빠질 일이 거의 없다.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방식이나 비밀
공작에 관한 내용은 공개될 일이 거의 없다.34) 하지만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개지목의 정보는 일정 수준의 노출
이 불가피하다. 조직 임무의 근원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정보기관은 공개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비국가 행
위자의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 무기와 활용 방식은 이를 분석하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민간보안업체의 보
30)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발표했다(뉴시스,
2021/07/16). 그 중에 사이버 공격 배후 공개절차 수립이 포함되었고, 분리된 사이버 경보발령 체계를 통일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31) Lewis (2018), p.29.
32) Florian J. Egloff, “Public Attribution of Cyber Intrusions,” Journal of Cybersecurity, Vol.6, No.1 (2020a), p.3; Rid and Buchanan (2015), pp.4-32.
33) Egloff (2020a), p.3.
34) 미국의 사례처럼, 기밀문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제가 가능하고 해외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이 설
치되어 민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국가기밀
을 보호하는 법령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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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가들은 정보기관의 분석요원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비국가 행위자는 국가와의
의도적 연계 혹은 암묵적 묵계 하에서 정보기관의 제약을 보완해 준다. 물론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관계는
공식적인 계약 관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전혀 무관한 관계에서 민간보안업체의 역량이 과시되는 것이다.
정보기관과 민간보안업체의 공식적 협력은 멘디언트(Mandiant)사의 활약에서 잘 드러난다.35) 맨디언트사는
CIA와 깊이 연계된 보안업체이지만, 수년 간 중국의 해커들을 추적했다. 2013년 발표된 멘디언트사의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첩보활동이나 불법적 정보절취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전략에 전기를 마련했다36). 미국 FBI는 중국
정부를 직접 제재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불법 행위로 기소했다. 비교적 분명
한 증거를 공개했고, 중국의 해킹활동이 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지목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재와 기소 조치에 대해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이버 공격이 익명성이 높고 초국가적 성
격이 높기 때문에 공격의 원천지를 추적하기 어렵고 그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37) 멘디언트사는 정
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고 비정부 행위자의 위상을 통해 활동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대외적으로
미국 정보기관과 보안업체가 단순히 민관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정부 행위자는 정보기관이 아니다.
민간보안업체는 정보기관과 달리 비밀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문 기술과 역량이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편견과 비판을 벗어날 수 있다.
민간보안업체와 무관하게 공개지목이 이루어지지만 정보기관의 의도와 의중이 부합하거나 정부의 공식 대응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 시도된 해킹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과 영향력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해킹이 발생한 초기에 보안업체 맥아피(McAfee)는 한국어를 구사한 해커들이 평창올림픽조직을
겨냥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이 그런 스파이활동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38) 그 이후 시스코스 탈로
스(Cisco’s Talos)사의 보안부서는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추가하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rowdStrike) 보안업체는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언급했다. 보안업체들이 러시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분석해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인 해커들이나 러시아 정부와의 연계성을 확정할 수 없었
다. 러시아인 해커들의 소행이라는 확률적 객관성은 민간보안업체들의 지속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접근되었다. 훨
씬 정교하게 러시아의 카스퍼스키(Kaspersky) 소속 연구원은 해킹 도구의 은폐된 증거까지 찾아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 (표2)는 정보기관이 외부 행위자의 지원 필요성과 비국가 행위자의 보완 가능성
을 요약한 것이다. 정보기관은 사이버 위협의 책임자를 공개지목하기 위해서는 첩보원과 첩보수집 방식 보호, 기
술력의 한계 극복, 공개지목의 국내외 정치적 고려 측면에서 비교 평가한 것이다. 정보기관은 첩보원 보호의 필요
성이 높고, 비국가 행위자의 보완성은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높다.

<표-2> 정보기관의 공개딜레마와 비국가 행위자의 보완성
정보기관의 보완 필요성

비국가 행위자의 보완 가능성

첩보수집원의 보호

높음

보통

위협분석의 기술한계

보통

높음

국내외 정치적 고려

낮음

낮음

35) Lin and Buchanan (2015), p.28.
36) Mandiant Report. “APT1: Exposing One of China’s Cyber Espionage Units,” (February 18, 2013). 미국은 비록 중국 정부와 연계성
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범죄 유형의 사이버 위협행위를 시도한 개인과 조직을 공개적으로 거명하고 응징을 시도했다.
37) David Barboza, “China Says Army is not Behind Attacks in Report,” New York Times (February 20, 2013).
38) Andy Greenberg, “The Untold Story of the 2018 Olympics Cyberattack, the Most Deceptive Hack in History,” Wired (October 17, 2
019a). (https://www.wired.com/story/ untold-story-2018-olympics-destroyer-cyberattack) (검색일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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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경합성

정보기관은 책임자를 규명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직이다. 사이버 위협의 행위자를 지명하는 일은 명확한 증거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의문은 해소
되기 힘들다. 비국가 행위자가 정보기관의 증거에 대해 반론과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정보기
관과 민간보안업체는 상황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정보기관의 첩보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발표된 공개지
목이 민간보안업체 혹은 개인 디지털 전문가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된다면, 추후의 정부 대응조치는 상대국가의 반
발이나 국제사회의 의구심으로 기대하는 전략선택의 효과가 반감된다.
정부의 공개지목과 비정부 행위자들 사이에 경합적 관계가 잘 드러난 사례가 2014년 말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
이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그룹이 소니영화사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에 반감을 품고 사이버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공표되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 책임 대상으로 공개지목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 보복을
천명했다. 미국 FBI는 북한 배후설을 증명하는 증거를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정부와 대통령이
공개 지목할 만큼 명확한 증거에도 이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다.39) 미국 정부의 증거는 다른 해커들이 모
방하거나 은폐의 방식으로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고, 반박이 가능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미국의 발표와 북한 출신 해커에 대한 기소를 부인하고 비난하였다.
정보기관과 비정부 행위자가 경쟁하는 또 다른 유형은 민간업체가 사이버 위협에 관해 정부와 정보공유를 꺼
려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이버안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와의 협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군
사공격의 안보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민주주의 정치질서에 필요한 국가 기발시설의 보호가 필수
적이다. 민간 기업들은 사이버보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설령 보안에 실패했더라도 정상 복구하는데 정부의 기술과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자신의 보안실패에 따른 피해를 공개하기 꺼려하고 나아가서 경영 정보가
노출된다면,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은 기업의 수익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민관의 자발적인 정보공
유 시스템은 사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안보전략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기대 수준만큼 충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가 기반시설이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 국가와 사회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이버 위협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에서 민간분야의 사이버 방어와 정보공유는 민간기업의 책임 범위와 대응 권한에 우
선적으로 속하지만, 정부와의 공조가 점차 의무화되어가고 있다. 정보기관이 사이버 침해에 개입하고 대응에 필요
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규정하고, 강제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정보공유 시스템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은 국가마다 동일하지 않다. 정보기관이 직접적으로 민간기업의 정보를 취합하고 공식적인 책임기
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정보기관은 정보공유부서를 설치하여 국가기반시설이나 첨단
과학기술 혹은 정보를 다루는 조직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하여 대비하도록 지원한다. 사이버 위협에
관한 민관 정보공유체계는 사이버 안보담당 부서의 역할 분담과 민간분야의 자발적 참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
다. 다만 정보기관은 이런 사이버 침해사고나 사이버 공격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종합하여 대외전략을 수
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40)
마지막으로 정보기관은 민간보안업체가 사이버 위협사실을 선제적으로 탐지해서 공개하는 상황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조성된다.41) 인터넷 보안연구소들과 각 정부는 공개지목을 분석하고 편단하는 각자의 프레임워크를 공개하
39) Kim Zetter, “Experts Are Still Divided on Whether North Korea is Behind Sony Attack,” Wired (December 23, 2014) (https://www.wir
ed.com/2014/12/sony-north-korea-hack- experts-disagree) (검색일 2021. 5. 9).
40) 한국(미래창조과학부 vs. 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 미국(국토안보부 vs. DNI/NSA), 영국(GCHQ vs. 내각부) 등의 사례를 비교하면, 일반적으
로 민간분야의 사이버 피해를 복원하고 방어하는 기술적 지원은 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하고, 사이버 위협행위의 책임자를 규명
하고, 안보외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임무는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안보관련 범정부조직이 맡는 경향이 있다.
41) Egloff (2020b),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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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42) 비국가 행위자들이 활용하는 기술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어렵고, 공개지목의 책임과
비용이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가 다르며, 민간분야가 염두에 두지 않은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민간
보안업체는 대체로 정부보다 신속하게 분석처리 가능하고, 더욱 세부적이며 광범위한 침해자의 대상을 감시하고,
공개지목 이후 외교 혹은 정치적 압박에서 덜하다.43) 각 입장에서 사이버 위협의 행위자에 대한 공개지목 결과를
내세우지만,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다. 정부의 일부 공개지목은 국내외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
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혹은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즉시 공개하거나 피해규모와 공격자에 대한 정
보가 누구나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정부의 역량이나 민간기업의 신용은 크게
훼손되고 의심 받는다.44) 해외에서 가해진 사이버 위협의 공격자를 찾고,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다. 사이버 공격자에 관한 공개지목에서 기술적인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지만, 정치적인 고려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기관이 설령 상대국가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다양한 방식과 표적이 존재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렵다. 2020년 러시아 해커집단이 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솔라윈
즈(Solarwinds)를 공격하였다.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FireEye)사가 탐지하기까지 사이버 방어를 책임지는 정부 부
처들이 파악하지 못했다.45) 미국 국내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부처는 조기경보 센서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었음
에도 250여개 연방정부 부서와 기업들이 오염이 되도록 감지하는데 실패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2021년 초 중국의
해커집단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시스템에 침해하여 정보절취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네트워크
와 컴퓨터를 감염시켰다.46) 이 두 사건은 미국이 지난 10여년 간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의 범정
부 대응체계를 갖추었고, 대응 전략을 위해 정보기관들의 역량과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42)
43)
44)
45)

Rid and Buchanan (2015), p.61.
Kristen E. Eichensehr, “Decentralized Cyberattack Attribution,”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113 (2019), p.2014.
Lin and Buchanan (2015), p.28.
David E. Sanger, Nicole Perlroth and Julian E Barnes, “As Understanding of Russian Hacking Grows, So Does Alarm,” New York T
imes (January 5, 2021).
46) David E. Sanger, Julian E. Barnes and Nicole Perlroth, “Preparing for Relation Against Russia, U.S. Confront Hacking by China,” Ne
w York Times (March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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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2)은 정부(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가 사이버 위협의 책임자를 공개지목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경합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행위적 공개지목은 비국가 행위자가 정보기관과 가장 경쟁적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정보기관의 분석과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대외 전략의 효과를 불
확실하게 하며, 상대국가와의 사이버 분쟁을 확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Ⅳ. 사이버 공작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국가 행위자의 활용성

1. 국가 책임의 부인가능성(deniability)

정보기관의 첩보수집이나 공작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비윤리적인 비난의 활동 성격을 띤
다. 정보기관의 활동이 ‘더러운 활동’ 혹은 음모 등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설명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의
공작원이 해외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시도 혹은 비밀공작의 혐의로 발각된다면 상대국가 차원과 심각한 외교적 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국가 행위자는 신뢰성, 공작의 숙련, 통제 제약, 전략목적의 이해부족 등의 제약 요인
을 갖고 있지만, 정보기관은 이들을 활용할만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다. 정보기관의 공식 정보원보다는 민간인
신분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비국가 행위자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47) 비국가 행위자의 활용은
국가 혹은 정보기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다. 심지어 공식 정보원을 활용하더라도 불법
적 활동이 발각되면 해당 정부는 국가와의 연루를 부인한다.
정보기관의 사이버 첩보활동이 공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우에 상대국가는 국가안보 위협이나 중대한 국익 침
해로 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정보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첩보활동을 전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첩보활동은 국가의 계획과 의도를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직접적으
로 하더라도 은폐가 가능하다. 비국가 행위자는 사이버 공작활동에서 정보기관의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상대국가가 개입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의 지리적 원점을 파악하려고
한다.48) 책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도록 요구하려
는 것이다.

2. 정부와 민간영역과의 정보공유 및 기술 공조체제

국가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는 정치체제와 사회적 환경에서 양자의 관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주
주의 국가에서 정보보안업체가 국가 정보기관을 대신하여 타국가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첩보수집을 대신할 경우
는 매우 희박하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국가 정보기관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지
만,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타국가의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여지는 낮다. 이에 비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47) 미국은 사이버 억지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이버 비밀공작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대통령메모’ 방식으로 ‘미국 사이버활동 정책’에 서명했다(United States Cyber Operations Policy, 2018). 의회와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작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행정명령 13694, 13757호를
반영하여 하원은 대통령에게 사이버 위협과 연계된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원조, 경제 등 제재의 권한을 부여한 ‘사이버 억지 및 대응법’
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48) ODNI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 Guide to Cyber Attribution,"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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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의 통제를 직접 받으며 공세적인 사이버활동을 적극 실행에 옮기지만, 반대로 국가의 통제
를 벗어나 불법적인 활동에 개입할 여지도 있다. 러시아의 경우, 비국가 행위자들이 미국, 우크라이나, 서유럽 국
가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행위에 가담하고 있다.49)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비국가 행위자를 활용하여 국
가 차원의 사이버 공작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해커들은 전문성, 기법, 기술 등을 교육 훈련하는 역할부터 상대
국가의 네트워크 취약점 탐색까지 공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다.50)
인터넷 서비스 업체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의 제품에서 취약점이 정보기관에 의해 발견되고, 관련 업체에
통보되더라도 첩보수집의 목적에서 패치되지 않은 채 기업과 정보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51) 비국가 행위
자의 전술적이고 단기적인 사이버 활동은 국가가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에 활용된다.52) 민간기업이 국
가 정보기관의 첩보활동과 공작에 협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안보의 당위적 목적
이 작용할 수 있고, 독일 지멘스사의 스턱스넷(Stuxnet) 공격에 협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부책의식에서 비롯
될 수 있다. 정보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기술 공조는 정보통신기술 특성상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 첨단기
술 개발과 숙련된 전문성은 민간보안업체가 우위에 있고, 정보기관은 이를 활용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하다.

3. 사이버 안보딜레마의 완화와 억제

비국가 행위자의 활약은 사이버 안보딜레마의 확전과 제어의 이중구조를 형성한다. 비국가 행위자의 사
이버 첩보활동이나 범죄행위가 안보위협의 의도로 해석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국가의 대응이 훨씬 과격해지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와 보복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사이버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지만 확전으로 이어져 파국적인 갈등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 국가 정보
기기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렵게 한다.53) 소속 정부의 조직에 공식적
으로 소속되지 않은 비국가 행위자는 피해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질
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래식 안보에서처럼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정보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비국가 행위자와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버안보 영역이 무법
지와 같다는 지적도 있다.54) 정보기관에 활동했던 정보요원이나 보안 혹은 해킹도구를 개발하는 민간업체들은 사
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생산물을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지식과 프로그
램은 역으로 사이버무기로써 사이버안보 질서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결국 비국가 행위자가 정보기관과 공조
혹은 통제 환경에 있다면 사이버 안보딜레마의 완충 역할이 가능하지만, 개인과 민간업체가 정부의 통제 밖에 있
다면 분쟁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4.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 확장

국가 정보기관은 사이버 위협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의 존립, 영토보호 혹은 주권수호 등 전통적인 국가안
보 보호의 임무를 넘어서 조직의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 사이버 위협은 단기적으로 국토를 점령하거나 주권을 침
탈하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사이버 첩보활동이나 공작은 중대한 국익을 보호

49)
50)
51)
52)
53)
54)

Egloff (2020b).
Glenn Greenwald, at. el., "Edward Snowden: the Whistleblower behind the NSA Surveillance Revelation," The Guardian (June 11, 2013).
Ellen Nakashima, "NSA Found a Dangerous Microsoft Flaw and Alerted the Firm-rather Weaponizing it." Washington Post (January 14, 2020).
Harknett and Smeets (2020), p.8.
Tim Maurer, “Cyber Prox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Liberal Democraci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41, No.2 (Summer 2018), p.172.
Schaake (2020).

하거나 국가안보의 확대된 범위를 보호하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설과 장비가 분리되
지 않았고, 안보 위협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첩보수집이나 방첩활동 등 다양한 위협의 목적과 수단이 정보기관의
활동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55) 재래식 안보에서 평상시 국가기반시설은 첩보수집의 대상이 될지라도 공격의 표
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이버안보에서는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국가기발시설 및 정부의 네트워크가 첩보뿐
만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시스템과 정보의 파괴, 마비, 훼손의 위협이 가능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
관의 역할을 재편시켰다.56)
사이버 해외 공작은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정보기관이 담당하기에 적합하다.57) 물론 국가마다
안보기관들의 역학관계와 역할 분담에 따라 군 소속의 사이버담당 정보기관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군사
시설의 네트워크가 아닌 영역에서 잠재적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공세적인 활동으로 위
협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은 군의 임무로 확정하기에는 기존의 국제규범과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측면
이 있다. 사이버 비밀공작은 온라인 방식으로 충분하지 않고, 위협의 수준과 계획, 망분리의 시설, 포섭이 필요한
인력 등 오프라인의 요소가 총체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정보기관의 역할이 강조된다.

V. 결론

국가 정보기관은 사이버 안보영역에서 파괴적 전쟁이나 협상의 외교와 다른 독자적인 역할과 임무를 맡
는다. 사이버 공간의 안보전략적 특징은 첩보수집과 비밀공작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정보기관은 억지전
략 혹은 선제공격전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협 행위의 책임자를 공개 지목해야 하지만, 정보공개와 정보 신
뢰성의 딜레마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국내 혹은 국외 네트워크의 취약점은 정보원으로써 기밀로 다루어야 하지
만, 사이버 공격의 책임자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
보기관의 이런 딜레마는 국내정치와 국제안보 차원에서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사이버 공작활동은 자칫
국가 간 분쟁의 가능성과 확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국가 행위자는 사이버 공간의 회색지대에
서 전략적 역할이 가능해졌다.
사이버 안보영역에서 정보기관과 민간보안업체, 테러집단, 해커, 핵티비스트들은 이중관계에 놓여있다. 정보기
관은 비국가 행위자와의 협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조직의 역할과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이들을 최대한 활
용이 가능하다. 사이버 억지전략은 위협세력이나 개인을 특정하여 공개지목의 절차가 신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
다. 정보기관이 확증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정보원 보호와 활용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
간보안업체는 신뢰성을 높이는 분석과 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 사이버 위협활동에 관한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IAEA와 같은 국제기구 창설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에 정보기관은 공개
지목의 전략선택에서 비국가 행위자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 정보기관은 전통적인 첩보활동에서 독점적인 우
위에 있었지만, 사이버 안보에서는 전문기량과 경험을 갖춘 보안요원들은 독자적인 위협 분석, 선제적인 탐지활동,
55) Michael Warner, “Intelligence in Cyber-and Cyber in Intelligence,” in G. Perkovich and A. Levite, eds., Understanding Cyber Conflict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8), pp.17-29.
56) Greg Miller, "CIA Director John Brennan Considering Sweeping Organizational Changes," Washington Post (November 19, 2014).
57)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면전의 위험성을 줄이는 여러 유형의 비밀공작을 고려한다. 이중에서 이른바 사이버 활
동의 “회색지대공작”은 다른 방식보다 훨씬 용이하고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 북한, 이란을 상대로 성과를 거
둔 바가 있다(Julian E. Barnes, Eric Schmitt and Thomas Gibbons-Neff, "White House Is Pressing for Additional Options, Including Cyber
attacks, to Deter Iran," New York Times (June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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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 경계 등으로 정보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사이버 공작에서는 정보기관이 비정부 행위자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전략적 이점이 많다. 정보기관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고, 사이버 확전을 통제하는 전략 수단이며, 민간기업의 사이버 방어책임을 강조하여 협력
을 유도하는 등 국가 조직의 한계와 제약을 넘어서는데 대리자와의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정보기관은 재래식 안
보활동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비국가 행위자와 전략적 공조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공조의 범위와 구조는 정보공유의 시스템, 사이버 첩보활동과 공작의 활동 분담, 전문 인력
의 교육과 교류 등 각국의 사이버 역량과 정치제도의 요인에 따라 맞춤식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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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기관의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ㆍ정보 분석 최근 동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팬데믹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시
민들의 이동과 사회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가상·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통한 국가의 국민 통제가 빠르게 확산하였다.1) 예를 들어 ‘백신패스’ 사례를 들 수 있
다. 백신패스는 주로 신상과 백신 정보 각종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QR 코드를 사용한다. 한국에서도 백
신접종을 인증하는 QR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없고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게 어려워졌다.
이제 범세계적으로 백신패스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졌다. QR 코드에는 기
본적인 개인 정보는 물론 개인의 일상과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개인의
거의 모든 삶이 정부 기관에 노출되는 것이다.
백신패스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독재적인 수단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헌법으로 보장된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더욱 반발이 거세다. 백신 의무 접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민은 공공 안전을 위해 일부 자유를 제한하

1) 인세영, “[영상] 백신패스 반대시위, 전 세계로 확산”, 『파이낸셜 뉴스』, 2021.11.23.

148 한국국가정보학회 2021 연례학술회의

더라도 필히 백신을 맞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로 인
해 정부의 국가 권력이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와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자국 국민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정부 기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와 수단
은 없다고 봐야한다.
최근 각종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독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국
의 사례가 그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소위 ‘사회신용제도(Social Credit System)’라고 하는 디지털 주민 통제 시스템
을 구축했다. 중국공산당은 자국민과 법인에 ‘통합사회신용번호’를 부여했다. 이는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등 4
차 산업시대의 혁신 기술을 이용하여 번호가 부여된 개인과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 결과에 따라 각종 혜택
을 주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3) 이런 방식의 개인 신용도 기반 사회활동 평판 평가 체계는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 국가에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공산당이 안면인식 정보 같은 각종 개인과 생체 정보를 이용해 국민과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시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신용제도는 개인의 선행을 보상하고 악행을 제재한다. 유교의 ‘권선징악’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
의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도한다는 매우 선량하고 도덕적인 체계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
는 유교 사상 확산 정책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사회신용제도는 중국인 개인의 자선활동, 헌혈, 봉사활동 같은 선행
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중교통 요금 체납, 무단 횡단, 기초 질서 위반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점한다. 이
결과 점수가 좋지 않은 개인은 일정 기간 비행기나 기차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대출, 구직, 자녀의 학교 입학 등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매우 공정한 제도 같이 보이지만 사실 변질된 유교사상이 첨단 과학
과 결합하여 중국공산당 통치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4) 현재 중국은 공산주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조지오웰의 소설인 『1984』 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 중국공산당은 이를 통
해 디지털 시대의 중국식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 독재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위상 유지와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정보 통제와 왜곡 활동에도 반영된
다. 중국은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공산당에게 유리한 가짜 정보를 확산하고 있으며, 反
중화적 기류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5) 관련 예로,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는 ‘우마오당(五毛党)’이라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조작단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
로는 중국내 ‘인터넷평론원’으로 언급되는데 2007년 후진타오 주석 시절 때부터 출범했다. 이들의 명칭이 ‘우마오
당’으로 불리는 이유는 당시 기본 월급 600위안(약 10만 원)에 댓글 한 개에 5마오(0.5위안)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5마오를 받는 집단’라는 의미로 불리게 된다.6) 최근에는 일본의
한 언론이 해당 집단을 취재한 결과 댓글 한 개에 7마오(0.7위안)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의 활동규모는 상당한데
이에 관련하여 2017년 미국 정치학회 발표 논문에서는 약 1,10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의 여론조작용 댓글
조직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댓글이 매년 4억 4,800만 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7) 이처럼 우마오당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여론’을 교란시키면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를 조작·왜곡하면서 정치에 개입
하고 있다. 비록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도 ‘드루킹’이라는 인터넷 여론 조작 조직이

2)
3)
4)
5)
6)
7)

이정아, “차별일까, 방역 대처 수단일까…'백신패스' 국내외 논란”, 『동아일보』, 2021.10.27.
이승은,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 사회신용시스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9.
관련 분석은 조경란, “중국공산당의 ‘통치의 정당성’과 ‘유교중국’의 재구축”, 『사회와 철학』 Vol. No.39, 2020, pp. 169-202 참조.
김용현, “북·중의 사이버 심리전에 한국은 무방비 국가 운명 좌우하는 사이버 여론 조작”, 『중앙일보』, 2021.03.03.
김용현, Ibid.
Gray King(Harvard Univ.) 등 2명, “How the Chinese Government Fabricates Social Media Posts for Strategic Distraction, Not Engaged
Argu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7,
https://gking.harvard.edu/files/gking/files/how_the_chinese_government_fabricates_social_media_posts_for_strategic_distraction_not_engage
d_argu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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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8) 이 조직도 ‘킹크랩’이라는 매크로(Macro) 자동 생
성 도구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비록 현재 중국의 빅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보다는 단순하지만 매우 실용
적이고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런 디지털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내 여론 조작을 통한 중국 우월주의·우선주의를 분위기를 조
성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를 통해 국가주의·애국주위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우월성에 도취되어 정부
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주민 집단을 양성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조성에 가장 앞서고 있는 집단은 소위 ‘소분홍(小粉紅: Little Pink)’으로 알려진 극성스럽
고 극단적인 21세기 중국 애국주의자들이다.9) 이들은 ‘분노청년’(憤怒靑年·분청)으로도 언급되기도 하고, ‘소분홍’
이란 당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의미한다. 특히나 이들은 중국의 국가교육을 통해 양산된 집단이기
도 하며,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외국을 극단적으로 배척하고 정부를 광적으로 지지하는 국수주의 폭력 집단이다.
또한 이들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상은 중국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던 196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들은 한복과 김치 등 한국 문화를 중
국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일본에 밀려 은메달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선수를 국가
를 망신시킨 반역자로 몰아세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 현상은 중국의 미래 세대이자 우리나라의 MZ 세대
와 같은 20(링링허우) · 30(주링허우)대 인원들에게 만연하다. 이들이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세뇌당한 결과이다.10)
이는 중국과 같은 공산 ·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통제가 쉽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에 사용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빅데이터로 여론을 조작하며, 사회통념을 통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이런 복합적이고 교묘한 수단을 활용하며 국가 발전에 매진한다는 명분하에 전 국민
적 폭압을 가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시스템을 이용한 통치는 비단 오늘날만이 아닌데, 중국 현 세대는 강력한 사
회 통제 시스템이 국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되지 못한체 중국을 비판하는 상대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두려
움을 증폭시키고 있다.11)
중국의 경우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첩보 및 정보 수집·분석 체계가 어떻게 기회·설계되고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주민 감시와 동향 파악은 물론 여론 조작과 세뇌를
통해 국민 모두를 배타적이고 공세적인 집단으로 변화시켜 중국공산당의 돌격부대로 만들고 있다. 중국 같은 거대
국가가 인식조절과 조작으로 통해 중국 우선주의에 도취된다면 국제사회에 매우 비극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II. 빅데이터 활용 동향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와 같은 각종 저장소에서 저장되는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 하
나로 정리하고, 각종 지식을 생산하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빅데이터이다. 이로 인
해 현재의 빅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쌀’로 평가되는 반도체와 마찬가
지로 현 시대의 산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 때문에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8) 오병상, “드루킹 공모 김경수 유죄..문재인은?”, 『중앙일보』, 2021.07.22.
9) 강구열, “[단독] 21세기 중국 홍위병 ‘분노청년’ ‘소분홍’의 민낯”, 『세계일보』, 2021.03.15.
10) 고두현, “[천자 칼럼] '냥파오'와 '소분홍'”, 『한국경제』, 2021.09.09.; 박상현, “韓 MZ 세대와 中 소분홍(샤오펀홍) 세대의 시사점”,
『DGB 금융그룹 Economy Brief』, 2021.09.10. https://m.hi-ib.com:442/upload/R_E04/2021/09/[10064531]_211601.pdf
11) 왕단 著, 송인재 易, 『왕단의 중국 현대사』(초판 4쇄본), 동아시아, 2017, pp. 5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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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없이 융합일체형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현재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궁무진하
다. 이에 대표적인 기업이 Google이며,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검색엔진과 텍스트 및 영상 저장서버는 이러한 빅데
이터 분석에 활용되며 다양한 가치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12) 뿐만 아니라 해당 활용성은 경제 · 산업을 넘어 정
치, 외교는 물론 국가 안보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가와 기업, 지구상의 모든 사회·단체 등 집단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이
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검색하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생각과 활동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남긴다.13) 다시
말해 현대의 사람들은 개인도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
하는 동안 수없이 남긴 흔적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흔적이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집단의 남기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집단의 사고와 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놨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인은 물론 집단의 관심사나 사고방식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패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만약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성향, 여론의 변화, 정부 정책에 대한 호감 및 호응도, 국
내외 안보위기 상황 포착, 국가위기 발생 가능성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해 북한 등 적대 세력의 의사결정과정을 예측하고 협박성 언사가 사용되었을 경우 이것이 과연 단
순 위협인지 실제 적대적 행위의 전조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14) 또한 국내외 여론 동향을 감지하여
특정기간 내 특정 키워드별로 관련 국가안보위협 요소도 판별할 수 있다. 더욱이, 사이버 보안에서는 해당 빅데이
터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미 각종 사이버보안 관련 회사들은 다양한 조직들과 협업 하에 관련 위협 데이터
축적과 경보 기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발전을 향상시키고 있다.15) 빅데이터 기반 정보 시스템은 국가간
선호도 및 신뢰도 등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16) 이를 통해 적대국 및 우호국 간의 관계 중요도를 평가하여 국가
위기수준을 예측하여 위기를 조기에 경보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17)
빅데이터는 첨단 데이터 과학에 기반 예측 정보의 도움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시대이다. 이것에 기반 한 정보수
집, 평가, 판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이상 징후·동향 및
여론 방향 등 사회현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해당 시스템 구축이 사전에 인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예방과 조기경보 기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분석 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런 기술의 진보는 현재 중국이 선도하고 있다. 공산당은 이를 통해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독재 시
스템을 구축하면서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4차 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18) 무엇보다, 소
위 ‘디지털 노가다’로 불리는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축적 사업에 있어서 중국의 데이터 산업이나 연구 발
12) Bernard Marr, “Google: How Big Data is at the Heart of Google's Business Model”, 2016.04.01. 빅데이터를 이용한 구글의 비즈니즈
모델 사례는 해당 논문을 참조.
13) Bernard Marr, “How Much Data Do We Create Every Day? The Mind-Blowing Stats Everyone Should Read”, 『Forbes』, 2018.05.21.
14) 해당 분석 기법관련 최근 자료 : 박주화 등 2명, “노동신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제7차 당대회 전망”, 통일연구원, 2016.04.27. 본 자
료는 당시 발간된 노동신문들의 텍스트를 빅데이터화하고, 빈번히 언급된 내용을 인덱스화하여 제7차 당대회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 지도부의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가 도출해낸 결과는 ‘청년’ 중심의 정치체제 안정화와
경제이었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제7차 당대회간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
다. 해당 분석과 비교한 연구는 동일 연구소의 김갑식,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1): 총평” 2016.05.11.과 박영자,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 분석(2): 지도체계 및 엘리트” 2016.05.13.을 비교하였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15) Larry Dignan, “Cisco, IBM forge security integration partnership”, 『ZD Net』, 2017.03.31.
16) 김성민 등 2명,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류 영상물 매체 이용자 인식 분석 - 잠재 한류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32권 제4호』,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20.11. 택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한 외국인에 대한 한류에 대한 기대와
평가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미지에 대한 인식 개발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 는 이를 응
용하여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대내외 안보상황 평가와 직 ·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평가한다.
17) (社)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빅데이터전략연구소, 『빅데이터 개론』, 2021, pp. 22-24.
18) 신윤재, “'최악 감시사회'서 행복하다? 중국이 미국과 AI전쟁서 유리한 이유”, 『매경프리미엄』,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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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속도는 상당한데, 이는 미국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을 죄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개인정보 수집에 둔감
한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역량은 빅데이터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5가지 구성 요소
모두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중국의 빅데이터 개발 역량은 상당할 것이다.19)
빅데이터의 5가지 구성 요소는 ⓵ 규모 ⓶ 다양성 ⓷ 속도 ⓸ 정확성 ⑤ 가치 등이다. 우선, 규모는 양적 규
모를 뜻하고, 다양성은 중복되는 데이터 이외 새로운 데이터 수집 요건을 의미하며, 속도는 정보가 최신화 되는
주기를, 정확성은 데이터가 노이즈(데이터 분석의 방해요소 또는 불순물) 없이 완전한지를, 가치는 해당 빅데이터
를 통해 가치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 속도이며, 이를
3V라고도 칭한다.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특징을 통제된 체계에서 손쉽게 충족 가능하다. 결국, 빅데이
터 구축 역량에 있어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국가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기술의 장점은 종래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혁신이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큰 조직이나 과학자 집단조차도 대규모 데이터의 복
잡한 정보처리와 이를 이용한 정보 분석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훈련된 개인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런
난해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사례를 응용할 경우 국가 기관과 같은 조직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운용이 가능하고, 이들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하여 중국이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대규모 첩보 및 정
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실제 이런 시스템이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보다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고 반
대 여론도 거셀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 고려 가능한 시도
가 될 것이다.

III. 빅데이터를 활용한 첩보ㆍ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상

1. 한국형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ㆍ분석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중국의 경우와 같이 공세적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크다. 이
미 중국의 디지털 독재가 잘 정착된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독재를 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런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이 참여하는 에셜런(Echelon)’과 ‘프리즘 (PRISM: Planning Tool for Resource Integration, Synchronization,
and Management)’이라는 범세계적인 통신 감청망과 정보 감시망 및 데이터 분석툴을 들 수 있다.20)
에셜론은 1960년대부터, 프리즘은 2007년부터 미국 NSA(국가정보국)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21) 프
리즘은 상대적으로 최신 시스템으로 각종 첨단 디지털 기술이 망라된 고도의 정보 수집체계이다.22) 2011년 오사
19) (社)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빅데이터 전략 연구소, Ibid, pp. 25-26.
20) Five Eyes 와 Echelon 과의 연관성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 Andrew O’Neil, “Five Eyes and the Perils of an Asymmetric Alliance”,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7.07.27.; Sandy Vingoe, “Inside The Global Signals Intelligence Apparatus: An Overview
of The Five Eyes Alliance”, NATO Association of Canada, 2015.07.01.
21) Jean-Philippe Décarie-Mathieu, “The History, the Players and the Stakes Behind Echelon, Monitoring Technologies and Global Surveil
lance”, SANS Institute 2000-2005, 2005, pp. 1-3; Timothy B. Lee, “How Congress unknowingly legalized PRISM in 2007”, 『Wa
shington Post』,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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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빈 라덴을 성공적으로 사살하게 된 배후에는 매우 효과적인 정보 감시망의 운용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프리즘은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통한 추적용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생성 및 방대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유
사성 추적 등의 방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국가안보 위협 및 위해 요소들을 식별하여 선제적으로 대
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23) 이러한 사전 작업 덕분에 미국은 대테러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특정 인물의 프로파일링 및 추적으로 드론 공격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는 미국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빅데
이터를 활용한 정보활동의 영역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과거 한국이 에셜런, 프리즘과 같은 대규모 정보감시망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각종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작은 예산으로 빠르게 이와 유사한 정보체계를 갖추는 게 가능하
다. 이런 첩보 및 정보수집·분석 체계는 향후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필요한 도구이다. 최근 들어 급진적
으로 발전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이 미국과 같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대한 정보수집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서도 비교적 동등한 효과성을 가진 정보수집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다양한 소스로 부터 방대한 데이터가 보관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의 보고로
볼 수 있다.24)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다양한 빅데이터 구축 가능성이 확장된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또한 빅데이
터에서 활용하는 사례기반 추론 (CBR: Case Based Reasoning), 회기분석, 패턴 분석 등의 각종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 시스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도전이다.

2. 빅데이터 기반 여론조작ㆍ국정교란 대응 시스템

외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사례는 2016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사례를 들수 있다. 중국은 사드 관련 국내외에서 조작되거나
과장된 루머,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배포하여 한동안 한국의 국정을 혼란하게 만든 것은 물론 국가 위기사태까지
초래하는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25) 제 I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여론 조작 및 가짜뉴스 배포는 물론 사드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직접 해킹도 시도했다.26)
모두에게 개방된 인터넷의 가장 강력한 역기능 중 하나는 매우 손쉽게 여론조작과 왜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론조작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누구나 접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웹과 소셜미디어
등이 주요 도구이다. TV, 포털 뉴스, 라디오, 인터넷 언론 등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정보왜곡과 흑색선전 등
을 전개하여 정부와 국민을 분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정부 여러 기관은 이미 인터넷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속적인 여론조작, 언론왜곡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인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대응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했다.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더라도 국정원이 북한의 여론조작 개입을 차단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큰 논란
을 초래했으며 국정원의 공신력이 훼손되었다.27) 이와 반대 경우는 지난 대선 여론 조작에 나선 드루킹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관련 능력을 보유한 소규모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대선과 관련된 여론을 충분히 조작하여
22)
23)
24)
25)

하정민, “美, 하늘엔 통신감청 ‘에셜론’… 땅엔 온라인 감시 ‘프리즘’”, 『동아일보』, 2013.11.04.
Benjamin Dreyfuss 등 2명, “What is the NSA's PRISM program? (FAQ)”, 『CNET』, 2013.06.07.
Elliot K. Kolodner 등 21명, “A Cloud Environment for Data-intensive Storage Services”, 『IEEE』, 2021.11.09.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China’s Response to U.S.-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Deployme
nt and its Implications”, 2017.07.26. 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Report_China's%20Response%20to%20THAAD%20
Deployment%20and%20its%20Implications.pdf.
26) Joshua Berlinger 등 2명, “China tried to hack group linked to controversial missile defense system, US cybersecurity firm says”,
『CNN』, 2017.04.27.
27) 고한솔,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촉발 김하영씨 ‘위증 혐의’ 무죄”, 『한겨례』,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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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장점인 다양한 출처로부터 대량으로 생산되는 각종 뉴스와 루머 추적
기능을 응용하여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시
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나 손쉽게 가짜 계정을 생성 및 폐기 가능한 소셜미디어나 주요 포털의 댓글을 빅데
이터 시스템으로 분석하면 여론 조작 관련 다양한 정보를 대규모로 추출하여 거의 실시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
다. 빅데이터 기반 분석 능력 향상과 각종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 여러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
디어나 인터넷상에서 수집된 내용들을 의도 및 성향 파악, 위협 수준과 연관성,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추출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주목하고 있는 여론 조작 조직이나 가짜 뉴스 배포 집단 이 공급하는 내용과 주요 관심사를 시
간대별로 추적하고 파악하여 의협요소를 판단하게 해 준다. 또한 이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이상 트래픽을 포착해
주는 기능도 있어 일시적인 대규모 여론 조작 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인터넷 사용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추적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
용자들까지 확장하여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동향을 추적하여 빅데이터화 할 경우, 국가위기 시 사이버상에
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범인의 추적과 검거가 용이해지고, 언론교란 시도를 감시하는 기능이 확대되며, 필요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부터 전개되는 여론조작에 대해 공세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
다 한국과 같이 가짜뉴스가 난무하기 쉽고 거짓정보가 국정운영에도 큰 피해를 끼쳤던 국가에서 빅데이터 기반
사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여론동향을 파악하여 각종 이상기류나 행위
등에 대해 사전에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추
적하는 기능을 확보한다면 국정원의 정보 분석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국가 여
론의 추의를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국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유사 시스템에 대한 소요가 매우 크다. 유럽연합은 NATO 전략보고서를 통해 공공통신시
스템에 대한 중앙집중화된 체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불순의도를 가진 조직의 트래픽 추
적 및 필요시 발신지의 원천 IP 차단이다.28) 그 외에도 해외 유수 기업들도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목적으로 자사
와 관련된 루머 및 악성정보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9) 이와 같이 인터넷상 루머에 대응하는 기술의
의미는 매우 크다.
최근 북한은 이미 물리적 공격보다 국가 주요정책결정자를 신뢰성을 공격하거나 무력화시켜 국정을 마비시키
고, 국가의 여론을 조작하는 인식조절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인터넷의 개방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자중지란을 조장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감행한다. 만약 전쟁 발발 시 북한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동시에 한국을 공략
한다면 일시적이지만 대규모 국민 희생으로 초래하는 북한의 군사 우위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

3. 빅데이터 기반 선거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정치이다. 특히 선거 전략 수립·분석에 강점이 있다.
관련 사례로 Google Trend(또는 구글 서치엔진)을 이용한 특정 기간 내 검색 키워드 필터링 및 분석이 있다. 이
것을 통해 구글은 인터넷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의 인물 및 정보 검색 빈도와 패턴과 같은 통계적 결과를 분석해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6차례나 예상 적중하는 성과가 있었다.30) 그러나, 최근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패하였

28) Janne Hakala 등 2명, Ibid, pp. 13-14.
29) 정다비치 등 2명,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가짜 리뷰 필터링 시스템 ADDAVICHI”, 2019.06.01. 해당 논문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이
용하여 기업 이미지 유지 또는 제고를 위한 가짜 상품평을 필터링하는 기술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30) 임화섭, “[단독] 대선 결과, 검색 트렌드로 미리 알 수 있다?”, 『연합뉴스』,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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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한계성이기도 하다.31) 이러한 결과와 한계를 토대로 현재는 해당 데이
터 분석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정치 관련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의 선거 입후보자의 언론 노출 빈도 등 단순한 빅데이터 사용에서 유
권자의 민심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향이었다. 우선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과거 투표 방향, 후보 선
호도 등을 동 단위로 분석하여 맞춤형 선거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경우는 지형 정보와 인구 정보를 빅데이터 방
식으로 분석하여 선거 전략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법에 속한다.
이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선거 전략에 사용하는 보다 진일보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유행이다. 이는 여러 유권자들의 다양한 생각이 표출되고 의견이 소통되며 심지어 악성 루머와 인신공격까
지도 난무하는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로 매우 고도의 분석기술을 필요로 한다.32) 특히 포털, SNS
와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의사교환·소통, 여론을 리드하거나 또는 왜곡·축소하는 속도가 매우 빨
라서 선거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쪽에서는 인터넷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할 정도로 이 분야의 민감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AI의 가짜정보 분별력은 인터넷에서의 루머와 악 소문을 판단하고 구별하여 대응
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33) 이러한 분별력은 정보수집에서 가장 어려운 중요정보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할 것이며, 예측값의 상당한 정확도를 제공할 것이다.34)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이를 학습한 고도화된 AI의
발전으로 선거 대세예측은 물론 후보자 프로파일에 따른 유권자 선호도 예측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
상 논란이 되어 온 출구조사 예측을 보완하는 형태로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이미 페이스북(Facebook, 현 Meta) 등 미국의 대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선거 전략 수립과 유권자 성향
에 따를 맞춤형 메시지 전달 기법을 활용하여 2017년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큰 기
여를 한 바 있다. 이것이 소위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에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 이다.35) 그러나
페이스북 등 첨단 기업은 반대로 2020년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는바,
이 때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사용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능이 트럼프 낙선에 기여하였다. 이전
선거에서 맞춤형 정보라 불리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가짜 뉴스 제거 도구로 활용 된 것이다. 빅데이터 기술은
이렇게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정반대의 결과 도출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4. 군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군사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이미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단은 무기체계 분야이다. 특히나
이러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응용되는 분야는 무인무기체계이다. 대표적인 무인무기체계
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드론이라는 무인기가 있다. 이와 함께 인마형상의 전투용 로
봇 병사와 장비 이송·보급을 담당하는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이 있다.
군사 분야에서 미래에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유인항공기나 전투기 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운영비도 적게 들
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무인항공기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기 군용
무인기는 요격미사일의 정확도와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사용되던 표적기 용도로 개발되었다.36) 이후 기술 발전과

31)
32)
33)
34)
35)

신현보, “표 뒤의 '감정' 읽지 못한 구글…대선 예측 처음으로 틀렸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한국경제』, 2020.11.09.
이상호, “소셜미디어(SNS)기반 사이버 심리전 공격 실태 및 대응방향”, 『국가정보연구』 제5권 2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12, pp. 64-66.
Vitaly Klyuev, “Fake News Filtering: Semantic Approaches”, 『IEEE』, 2018.8.
네이트 실버 著, 이경식 易, 『신호와 소음』 2020년 판본.
Nicholas Confessore, “Cambridge Analytica and Facebook: The Scandal and the Fallout So Far”, 『NYT』, 2018.04.04. 본 기사는
관련 사건의 종합기사임.
36) 송승종 등 2명, “군용 무인기 개발의 역사와 그 전략적 함의에 대한 연구”, 2015.12, pp. 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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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무인정찰기, 무인공격기, 무인폭격·전투기로 발전해 왔다. 미국은 무인기를 대량으로 운용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조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미래 항공 전력이 무인기로 대체 될 것이며 심지어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 최후의 유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37) 드론은 무인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
행과 활동이 가능한 모든 장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상에서는 소형 함정, 해저에서는 소형 잠수함이나 어뢰, 지상
에서는 소형 무인자동차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국산 로봇무기체계로는 한국 삼성이 개발해서 휴전선 지역 감시에 사용되고 있는 이지스(EGIS) 무인감시체계
가 있다.38) 이외 지뢰탐지로봇, 전투지원로봇에서 현재는 본격적으로 자력 독립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로봇
이 개발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독립형 전투로봇을 실전 배치했고, 미국에서는 2016년 텍사스에서 폭발물을 적
재한 경찰용 정찰로봇을 자폭시켜 경찰 저격범을 사살한 사례가 있다.39) 전투로봇은 사람 및 벌레 형상의 외관과
대형 동물부터 바퀴벌레 사이즈까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대량의 드론이 동시에 투입되는 스웜(Swarm)
형태의 작전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전력 규모 산출과 운용계획 도출은 필수요소가 된
다.
자율주행로봇은 주로 험지나 험로 또는 전투지역에 전투물자, 보급품을 공급하는 단순 역할에서 부상자 후방
이송, 전투 임무수행 병사 지원을 위해 함께 투입되기도 한다. 전력강화 보조 개념으로 전투병의 외골격
(Exoskeleton) 형태의 장비도 개발되었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무인차량 기술이 이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전쟁물자 보급은 각종 무인차량이나 장비가 담당하게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미래에는 항공, 지
상, 해상, 해저 전 영역에서 무인무기체계들의 사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의 원활한 작전능력을 보장해 주는 것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AI의 힘이다.
빅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군사 분야 장비는 군 지휘통제체계이다. 사실 군 C4ISR은 빅데이터
개념을 도입해 기존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거나 이들 시스템들을 추가(Add-on)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
다. 전장 특성상 지도나 보고서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장비에서 피드(Feed)되는 대량의 음성,
영상, 이미지, 전자(Electronic)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처리하고 지휘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빅데이터 기능이 도움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가 가장 잘 하는 기능은 상황의 징후와 전개과정 감지, 지휘관의
직관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의사 결정 유도, 전략 실행 효과의 최적화 등이다. 이런 요소들은 급박한 전장 상황에
서 지휘관이 빠르게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한다.
군사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전쟁 수행에서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쟁의 불문율로 여겨지는
확실한 전투목표 선정,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전력의 집중과 경제 달성,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적시에 투입을 위한 각종 결심이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상황·환경 분석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적국이 특정 군사 작전목표를 가지고 사전 준비를 위해 정찰활동을 강화한다면 빅데이터를 통해 이 패턴
을 분석해 적이 노리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100% 확신은 없지만 이상동향이 파
악되므로 이 지역에 뭔가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신호이며 적의 기습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게 가
능해 진다. 물론 빅데이터를 통해 생산한 정보가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직관을 각종 증거
를 통해 보완해 주고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37) 이철재, “[이철재의 밀담] F-35, F-4의 꽃길을 걸을까? F-111의 험로로 나갈까?”, 『중앙일보』, 2018.10.14.
38) 김상진, “새 DMZ 무인 감시체계 개발한다…땅울림 센서로 침투 알려”, 『중앙일보』, 2020.12.17.
39) 김도종, “군사용 지상로봇 기술개발 현황”, 『한국정보기술학회지』, 2019.06,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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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ㆍ분석 시스템 구축

이미 언급한 소스 이외 최근 들어 다양한 새로운 웹기반 정보 출처 및 비 인터넷 기반 정보 소스 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웹 및 네트워크 기반 확산되고 있는 소스들은 우선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투브
(YouTube), 틱톡(TokTok) 등의 크리에이터 위주 컨텐츠가 있다. 이들 소셜네트워크는 단지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개인의 영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불온한 목적을 가진 개인 및 단체의 각종 정치적 메시지 전달, 기술적 정보 공
유, 사상 교육, 가상훈련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사이비 종교 및 반정부 단체, 테러 집단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다음은 미국의 4CHAN과 같은 극우파 익명 영상 대화·정보 교환 웹기반 이미지 보드이다. 과거 인터넷 게시
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사이트이다. 일본의 극우 사이트인 2CHANNEL(現 5CHANNEL)도 이와 유사한 성향의
사이트이다. 4CHAN의 경우 테러를 조장한다거나 불법적인 범죄활동은 지양하지만 3D 총기제작을 위한 설계도
제공, 테러나 범죄행위에 응용될 수 있는 각종 서바이벌 매뉴얼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인종 차별을 하
는 대화 쓰레드(Thread)도 다수 발견된다.40)
세 번째, 다크웹, 암호화폐 교환소나 대화방,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등이다. 이들 사이트를 통해 테러나 범죄를 위한
자금 유통과 세탁, 전달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41) 북한도 암호화폐 교환소를 다수 해킹하여 외화 획득에 주력해 왔고
최근에는 이들 경로가 국제사회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랜섬웨어(Ransomware) 배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42)
대표적인 비 인터넷 소스로는 드론 및 CCTV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각종 영상·음성 정보이다. 최근 한국 전국
에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었고 전 세계적인 각국도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인류 거
의 모두가 CCTV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CCTV를 통해 AI를 활용한 얼굴과 걸음걸이를 포함한
인체정보를 수집하고, 양방향 소통 기능이 있는 CCTV를 통해 음성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43) 최근 일반 가정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AI 스피커는 사용자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추적하고 녹음한다. 공중 드론이나 가정에 설치된
로봇 청소기들도 비밀리에 각종 영상, 레이더나 라이다(LIDAR)를 사용한 이미지 정보를 수집한다. 이제는 거의
모는 인류가 의존하고 사용하는 핸드폰은 더 설명이 불필요한 각종 개인 정보의 보고이다. 개인의 핸드폰을 확보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 이런 다양한 소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지금도 어느 국가 기관
이나 민간 기업에 무한대로 축적되고 있다.
기타 전통적인 정보 소스로는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이나 군이 사용하는 각종 정보 수집 도구, 장비들이다. 특
히 군은 인공위성이나 고성능 이미지, 또는 통신첩보 수집 항공기나 장비로 수집된 정보, 또 GPS 정보를 확보하
여 여타 다른 정보 수집 도구보다 고도의 정교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적 통신 감청 능력이나 이미지 정보 수집
능력은 위기나 전쟁시 승패를 좌우할 핵심 자산이 된다.
향후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은 이들 각종 정보 소스를 실시간 수집하여 융합한 후 사례
기반 추론, 회기 분석, 미래 예측 등의 기능을 갖춘 AI 분석도구를 통해 위협 우선 순의가 정해지게 되고 이를 기
반으로 수준별 대응 절차가 시행된다. 동 빅데이터 분석·대응 시스템은 지능 기반 추론 능력을 활용하여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될 수 있다. 아래 <그림-1>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정
보 수집·분석 및 위협 판단·대응을 위한 공용 시스템 플랫폼의 구성도이다. 이 그림에서 각종 다른 목표와 대상을
가진 여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기본이 되는 플랫폼 사례를 제시했다.
40) Jonathon Geiger, “Hate Speech, Habitus, and Identity Signaling on 4chan's Politically Incorrect Board”, 『Master's Theses 772』,
The Aquila Digital Community Univ. of Southern Mississippi, 2020.; 4chan Archives, Weapons,
https://4chanarchives.com/board/k/thread/29310669, (검색일 : 2021.11.26.)
41) ① 다크웹관련 범죄 : 정태진 등 2명, “다크웹 범죄활동 동향: 국제공조 및 대응전략”,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pp. 213-234.; ② 암호화폐 관련 범죄 : Nathaniel Popper, “Bitcoin Has Lost Steam. But Criminals Still Love It”, 『NYT』,
2020.01.28.
42) 김선애, “[랜섬웨어 공격 동향과 방어 기술①] 돈 되는 곳 집중하는 랜섬웨어”, 『Data Net』, 2021.09.24.; Ji Da-gyum,
“Cyberattacks targeting S. Korea's security strategies will lncrease during elections: NIS”, 『The Korea Herald』, 2021.12.05.
43) Space and Naval Warfare Systems Center Atlantic, 『CCTV Technology Handbook』,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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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정보 수집·분석 및 위협 판단·대응 공용 시스템 구성 사례 (출처: 저자 작성)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는 AI 분석을 활용할 경우 심리학이나, 사회통념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알고리즘화하
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된다.44) 이런 분석 결과 값은 비단 개인정보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복잡하
고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국가가 적대 국가일 경우 국가분열을 초래하기 위해 선전·
선동, 이간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
는게 목적이다.
궁극적으로 동 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대국의 군사행동 또는 테러 집단의 계획을 예측하거나 특정 정
치 성향 집단을 분석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여론이나 의견을 추적하고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물자
이동 상황, 금융정보 파악 등을 통한 국가 경제, 금융 동향을 파악하는 민간 용도로 활용 가능하기도 하다. <그림
-1>에서 제시한 시스템 구성은 저자의 과거 다수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다.45)

44) 페드로 도밍고스 著, 강형진 易, 『마스터 알고리즘』, 2016 판본, pp. 25-39.
45) Lee, Sangho et al., “A Conceptual Study on Knowledge-Based Personal Information Gathering Methods for Conducting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space.” ICHIT 2012, CCIS 310, pp.287-293.; Lee, Sangho et al., “A Conceptual Study on the
Analytical Process of Information for Crisis Monitoring and Response.” ICHIT 2012, LNCS 7425, pp.61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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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전통적인 안보 위협 이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한국 주변 국가들의 각종 심리전과 선동·선전 활동으로
위기 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국론 분열되어 있다. 한국의 다문화 진행 속도, 국제화 및 세계
화 추세, 동북아 긴장 상황, 남북한 대치 등 다양한 환경을 볼 때 한국이 국제 테러 단체 및 불량 국가의 선전·선
동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언론과 각종 미디어의 정보 왜곡, 가짜뉴스 배포를 통한 대규모 인식조절
시도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대중의 혼란 조장한다. 대중의 정확한 가치판단 교란, 기존 가치 부정,
패배의식 강요 등은 무력이 동원된 전쟁보다 더 큰 피해 초래할 수 있다. 정보 왜곡과 가치 교란을 통한 사실 왜
곡과 자기 부정이 국가 안보 주요 도전 요소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 기반의 사이버 선전·선동 및
사이버 심리전의 파괴력이 확대되어 실제 물리적 전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필요성은 이미 광범위하게 인식되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컴퓨터 해커라든가 테러범, 월스트리트
펀드매니저 등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MNC) 등 비국가기구들이 빅데
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통적인 국가기관의 영향력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앞으로의 국제정치 패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세력 외 비국가행위자와 세력으
로 부터의 도전과 도발에도 대응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인간 세상의 패러다임과 과거에는 존
재하지 않았던 여러 세력의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빅데이터 시대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 국가안보 과제 중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창의력, 그리고 혁신을 얼마나 빨
리 흡수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이 적어도 사이버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적 통합된 역량 차원의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과 관련 운영 체계 도입과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요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통
합적이고 융합된 데이터 전략과 구축 사례가 발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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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방산안보와 방첩기관의 역할

정한범(국방대학교)

I. 국정원법에 방위산업 침해를 명시

- 정보기관과 군, 민간업체 간의 협업이 중요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안을 준수

II. 방산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

- 방산보안 및 기술보호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필요
- 보안감사를 실태조사로 통합한 뒤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분야를 산업으로 보고 투자 필요

III. 방산보안 관련 법령과 규정 통합 필요

- 방산보안 관련 법령과 규정의 산재
- 경찰도 방산안보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상황, 국방부 중심 견인 필요

IV. 인력유출 예방

- 인력 유출 신고 여건을 조성 필요
- 업체는 보안 거버너스 보호와 지원을 고민
- 정보수사기관은 사고 조치와 대응을 위해 업체와의 협력 및 관련 부처와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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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사이버공간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국가행위자와의 관계
김소정(국가보안기술연구소)

토론을 맡은 장노순 교수님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에 관한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확장과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 정보기관
의 사이버안보 관련 업무가 명확해지고, 정보수집, 대응조치 시행 등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
주제라 여겨집니다. 현재 정보기관 내 정보공유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간 및 타부처, 타국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정
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조직적, 운영적 측면에서 비국가행위자(비정부행위자)와의 관계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지, 관계별 대응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한 시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내용으로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토론으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미흡하지만, 제시하신 내
용 중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언급드리고, 약간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토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부분 중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첫째, 비국가(비정부)행
위자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공개의 딜레마“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Mandiant社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보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함으로
써 얻게 되는 장점은 많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들
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한다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과 국민정서상
의 이유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misinformation과 disinformation에 대한 연구나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격자 식별 및 귀속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 기관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동시에 기술발달과 사회적 활용 확산에 따라 민간분야 비국가 전문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비국가주체의 전문기술 단체에 대한 의존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에 대해 우리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임이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비국가(비정부)행위자와 정부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입
니다. 이는 이를 수행할 전문가의 양성과 윤리적이고 올바른 국가관ㆍ가치관의 함양을 포함하는 중요한 문제입니
다. 발표문의 말미에서 비국가(비정부)행위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이를 활용하
는데있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을 수 있다는 부분은, 실제 민간분야의 해당 전문기관들과향후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분야 업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변화시키고 이행가능한 체계로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문
에서도 강조되었지만, 실질적인 공격주체 식별 및 귀속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필수불가결
하며, 해당 인력이 국가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자 해결책으
로 제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이러한 인력이 소속에 관계없이 국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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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명감을 갖고 행위할 수 있도록 해당 소속기관과 정보기관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최고급 사이버안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는 철학
ㆍ윤리학을 포함한 인문적 소양과 ICT 기술 및 사이버보안 기술 전반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안보전략적국가관과
가치관 함양이 가능한 내용이 커리큘럼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발표자가 향후 연구시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국가행
위자(비정부행위자) 정의가 먼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관련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온 입장에서 처음 발표문의
제목을 보고 유추하기로는 비국가행위자라는 표현은 국가의 후원을 받거나 간접적으로 국가를 대신하는, 혹은 정
치적 목적을 가진 정부가 아닌 공격주체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문 중간에 국가기관은 아니나 기술
적 수준이 높으면서 국가적 관심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ㆍ경쟁가능한 관계에 있는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단체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용어가 조금 수정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둘째,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이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데있어 정보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시적 고민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개념이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전
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가 갖는 의미와 행위자들의 행위가 오프라인의 행위와 양태에 상
호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국가정보기관은
외교나 전쟁이 아닌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는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창의적인 생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아직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번의 GGE와 한번의 OEWG를 통해서도 오프라인상의 규범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ICT기술 발전과 이것이 만들어낸 사이버공간, 사이버공간
의 사회적 공간이라 볼 수 있는 메타버스 등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아예 규범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닌가 싶
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의 규범적용이 1차원적인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절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서, 메타버스를 통한 새로운 사회공간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정보수집 및 첩보활동 분야가 생겨날
수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정보수집의 형태와 행위방식의 변화, 정보기관의 역할에 있어 비국가 행위자와의 협력
에 있어 확산적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사이버안보 전략과 정책결정을 위한 제대로된 통계자료 생산 및 분석에 해당 비국가 행위자들을 활용하
는 분야입니다. 이는 상호보완성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비국가 행위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이며,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추후 정책결정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갖출 수 있을 것
입니다. 미국 사이버스페이스 솔라리움위원회도 비슷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통
계전문기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정보기관이나 통계기관이 생산하는 정보 외에도 민간
전문가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기초자료를 생산 및 확보할 수 있다면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수행 및 안보전략 수립기관으로써의 정책결정에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강
조점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궁극적으로 국가기관의 관련역할도 강화가 필요하며, 그 중간단계로 비국가행위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연구소 연구결과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을 설명드리고 토론
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알고 계시듯, 현재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27개 사이버공격 사례와 외국의
46개 사이버공격 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심각도를 6단계로 구분1)하고 단계별 국가대응을 위한 매트릭스와 의사결
정절차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지목과 귀속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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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행위적ㆍ일반적ㆍ전략적 공개지목의 단계를 위험 심각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활
용하면, 저위험 공격행위에 대해서 행위적 공개지목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미리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해놓고, 이후 4-6단계의 높은 위험도를 갖는 공격발생시 전략적 수준의 공개지목까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면 우리나라의 대외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수단 활용 시 합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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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ㆍ분석 체계 구성 및 활용

조윤영(중앙대학교)

-전통적인 안보 위협 이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한국 주변 국가들의 각종 심리전과 선동·선전 활동으로 위기고조.

-특히 첨단 기술 기반의 사이버 선전·선동 및 사이버 심리전의 파괴력이 확대되어 실제 물리적 전쟁의 효과를 극
대화하는 도구로 활용.

-언론과 각종 미디어의 정보 왜곡, 가짜뉴스 배포를 통한 대규모 인식조절 시도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왜곡하
여 대중의 혼란 조장. 미-중 등의 초강대국 경쟁과 한반도 분단 상황은 한국의 국가안보 및 국내정치가 국제 테
러 단체 및 불량 국가의 선전·선동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실제로 중국의 다양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중국내 여론 조작을 통한 중국 우월주의·우선주의를 분
위기를 조성 하고,
중국의 우마오당같은 조직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여론’을 교란시키면서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을 대상
으로 정보를 조작·왜곡하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은 대선정국 상황에서 우려가 큼.

-각종 첨단 디지털 기술이 망라된 고도의 정보 수집체계인 프리즘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한국형 빅데이터 기반
첩보 및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여론조작·국정교란 대응 시스템 구축.

(대응방안)

국가사이버안보전략 (2019.4.3.)과 국가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2019.9.3.)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
이버 정보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 한 실정

사이버안보와 방첩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개선 및 ‘국가 디지털 안보센터’ 설치, 사이버안보
위기대응 지수개발 및 대응방안 및 법률 정비.

다양해지고 있는 국내안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부응하
는 새로운 예방적, 능동적 디지털 안보대응 방향이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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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김성수(한양대학교)

▢ 사이버 안보의 부상

○ 코로나 19사태 이후 교육, 의료, 군사훈련, 금융, 문화 등 실생활 대부분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빈도
급증 (일상의 디지털화)
○ 사이버 공간 활용 빈도 및 중요성 더욱 증가
○ 사이버 공간의 일상적 활용은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범위가 증가했음을 의미
- 사이버 안보 문제는 이제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국민 대부분의 일상과 직결
- 따라서 사이버 안보 문제는 군사안보를 위시로 한 전통안보 수준을 넘어 확장된 안보전략에 따른 복합적 대응
필요
○ 사이버 공격은 전통적으로 비국가 행위자들이 주도해 왔으나, 최근의 양상은 국가가 사이버 공격에 점차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
○ 한편 위드코로나를 넘어 넥스트 팬데믹(Next Pandemic)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비대면 문화는 코로나 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됨
- 요컨대, 사이버 보안체계의 뒷받침 없이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경쟁력의 전반적 강화는 불가능

▢ 주요 관련 이슈

○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역할 증대
-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의 수(사물 인터넷)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 플랫폼으로 산업 각 부문에 확장적으로 적용 (이를테면 군사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기체계(AWS) 등장)
- 반대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시스템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으로부터 새로운 핵심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음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회 인프라가 취약점으로 기능)
- 별개로 적성국의 행위를 AI가 오판할 가능성 (적성국의 위기완화 기만행위를 전술적으로 오판할 가능성),
AI의 의사결정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 등 상존
- 결국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환경에서 사이버 안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수준에서 커다란
인명사고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 강대국 간 사이버 경쟁 격화 (미러/미중 경쟁)
△ 솔라윈즈(SolarWinds) 해킹 (2020.12)
- 해커들이 미국의 네트워크 관리·감시 솔루션 기업 ‘솔라윈즈(SolarWinds)’에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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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공격의 일종.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제작·공급단계에서 맬웨어 삽입
-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립보건원 등 공공기관과 복수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
(1만8000여 곳 피해 추정)
- 미국을 겨냥한 최대 규모의 사이버공격으로 평가
- 미국·영국 정보기관은 해당 공격의 배후를 러시아 해외정보국(SVR)으로 특정

△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 (2021.5)
- 러시아 기반의 신생 해킹단체(랜섬웨어 공격조직) ‘다크사이트’가 미국 최대 송유관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 해당 송유관은 미국 동부 해안지역 전체 소비 석유의 45% 공급
- 푸틴-바이든 제네바 정상회담 (2021.6) 당시 바이든이 해당 문제 언급

△ 미중 드론 경쟁
- 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군사력 무인화·지능화 과정의 일환으로 드론 개발 (민군융합 전략 하에 첨단 드론
기술 개발 진력)
- 미국과 중국 간 드론 경쟁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항공기가 미래의 공중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됨
-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소프트웨어 경쟁 구도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 (AI 기술력이 전장에서의 군사력으로 직결)

○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
△ 워너크라이(WannaCry) (2017.5)
- 병원, 학교, 기업, 가정 등에서 수십만 대의 컴퓨터 공격 (랜섬웨어)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시스템 공격으로 의료체계 마비 상황 야기

△ 북한 또는 제3국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 한국항공산업(KAI)에 대한 공격: 국산 전투기 KF-21 설계도 유출 추정
- 대우해양조선 공격: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수직발사대 자료 유출 추정
- 원자력연구원 공격: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자료 유출 추정

▢ 사이버 안보 구축의 방향성 (법제 및 거버넌스)

○ 한국의 경우
- 현행 법제 하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정보보호 체계 구분
- 민간영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영역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2013.9 대통령 훈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2020.12 대통령령)
등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이 총괄
- 상기 규정 모두 일반법보다 하위 법령으로 상위법과 충돌 시 사이버 안보만을 위한 독자적 업무에 한계
- 2019년 청와대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을 통해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전략 수행을 위한 후속
조치는 미진한 상황
- 한국은 ICT 의존성이 강하면서도 사이버 안보 취약성은 높다는 평가 (사이버공격 5대 강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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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사이버안보기본법」(202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사이버안보법」
(2021.11) 발의
- 사이버 안보 분야 법제의 필요성 증대

○ 사이버 안보 구축의 방향성
- 경계가 없는 사이버 공간의 초월성과 익명성은 어느 범위에서, 누구를 봉쇄해야 하는지를 모호하게 함
- 따라서 인공지능 및 사이버 기술 관련 대응은 행위자 간 신뢰구축이 중요
- 이를테면 사이버 안보 법체 구축 시 △사이버안보위원회 조직 구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범위
마련 △정보 수집과 통제 활동의 국정원 총괄이 지니는 적정성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보장하되, △개인정보보호 △정보 수집·통제 기관에 대한 타 헌법
기관의 견제 장치 마련 △권리구제 등에 대한 균형점 고려
- 국내 행위자(민·관·군) 간 협력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의 국가 간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
하는 것도 필요
- 국가사이버 안보 현안에 공급망 위험관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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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단국대학교)

국가안보에서 방첩은 이제 실제 전쟁이상으로 중요한 생활상의 문제가 되어 있다. 즉, 안보와 경제에 있
어서 방첩은 이미 소리 없는 전쟁으로 매일 긴장의 연장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방첩문제는 산업
을 포함한 방산산업과 군사, 안보 및 국가체제의 근간이 되는 정치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방첩의 중요함을 강조하
게 된다. 이러한 방첨에는 이데올로기나 경쟁국과의 대립이라는 측면 외에는 서로 우방국이라는 국가와의 교류에
서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방첩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빼
돌리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첩과 관련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
와 안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산업측면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우리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상당한 국익의 유출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위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는 사람의 교류가 자유롭고 인터넷 기술을 통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우리
의 국익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쟁국가들의 방첩에도 보안을 강화해야 하지만 자국민들이 국익에 이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국익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외부
의 행위는 모두 방첩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사이버 안보를 포함하여 군사, 과학기술,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첨단산업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 의미에서 안보에서 현대적 의미의 안보는 국
가의 정치, 군사, 과학기술, 인재, 인프라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21세기 더 확실하게 선진 강대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안보의식과 국익의 개
념에 기초한 방첩 교육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법에 대한 적용에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것은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
해 다음세대를 위한 국가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재, 재계, 학계, 과학기술분야, 군사,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현 위치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
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우리의 국익 수호가 왜 중요한지 인지하게 하는 교육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국익수로
의 방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대역사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길에는 반공이라는 이유에서 모든 것이 방첩과 연결되
어 왔지만. 이재는 국익과 미래한국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영역의 방첩이 교육, 관련법규 그리고 거미줄 같은 방어
망 구축을 통해 국가의 부와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교육도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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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문경환(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 영역은 물론 기후환경․생태계 등에 이르기까지 안보 위협요인이 다각화되고 테러의 주체 또한 비
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에까지 확대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하는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방첩 활동(Counter-intelligence)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이유이다. 최근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등 국가정보활동을 수행하
는 기관들의 정보활동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활동의 근거나 범주 등에 있어서 일부 변화가 이루어졌다. 활동
의 범주가 확대 또는 축소되기도 하고, 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정보기관 스스로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요
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의 변화이긴 했지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국민
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인 만큼 앞으로의 책무는 그 중요성을 더한다고 하겠다.

여느 국가권력의 행사나 법집행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도 법률적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 방첩활
동에 있어서도 2012년 5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방첩활동의 개념이나
범주를 재규정함으로써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이유이다. 주지하다시피 법률의 한계 규정은 오히려 법의 테두리 내
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경찰의 활동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치안정보’개념의 불명확성,
권한 규정의 부재, 위임명령의 문제 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되면서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인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이버 영역에서의 정보기관의 역할을 비
롯하여 정보분석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대응, 테러방지법 관련 문제들과 함께 방산안보
에 이르기까지 방첩활동과 관련된 주요 논제들이 발제되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의 현실적 어려움
과 정보기관의 ‘공개의 딜레마’는 공감가는 바가 크다. 또한 오랜 숙원 과제로서 테러방지법(약칭)이 제정되면서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대테러정보활동에 있어서 대통령훈령인 기존 국가대테러훈령을 통해 실효
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논제들이 잔존해 있다는 점도 공감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여러 논제들이 향후 실효성 높은 현실적 대안으로서 ‘어떻게?’의 문제들까지 심도 깊
게 연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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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
석재왕(건국대학교)

인간의 문명과 역사를 추동하는 2가지 요인은 과학기술과 이데올로기이지만, 21세기 탈 이념시대에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한국의 5·6G와 같은 과학기술과 국가 전략자
산에 대한 외국세력들의 정보수집과 간섭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시대와 한국의 방첩활동’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비국가행위자(NGOs)와 방첩활동을 제2세션에서는 과학기술과 방첩활동을 주
제로 총 6개 논문이 발표되었다. 현대 안보위협이 국가이외 비국가행위자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제도의 정비나 정보활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현대 국가정보 활동에 미치고 있는 지배적인 요소들은 IT의 발달, 전쟁 양상, 거버넌스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이 정보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정보수집, 분석, 방첩 등 정보활동 유형에서부터 정보소비
자와 생산자 관계, 정보 주기, 정보공유 등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방첩활동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테러, 경제 산업, 사이버 안보, 국제범죄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시키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한편,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UN, 개인과 테러 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주권 국가와
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들 비국가 행위자들의 정보활동은 국가정보와 목적, 활동방식과 수단, 통제,
규모 등 여러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한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기관의 통제 주로 국
회나 대통령이지만, NGO의 경우 기부자(doner)이며 국가정보기관은 접근이 금지된(denied area)에 대한 정보수집
은 비국가행위자들보다는 한층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가정보기관은 현지 비국가행위자와의
정보협력을 통해 유가치한 첩보를 수집할 수 경우 정보역량을 배가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의 발달은 정보활동의 투명성과 조직의 소통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기존의 방첩활동을
보다 은밀한 사이버활동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첩 개념의 적용,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협력 활대, 국가방첩 조정관제 신설 및 방첩공유 제도의 활
성화, 국정원 국내정보는 방첩활동 중심으로 재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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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영(한양대학교)

I. 들어가면서

- 북한동향과 한국군 정보·방첩활동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II. 북한 동향

1. 8차 당대회
- 북한은 2021. 1. 5-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였음. 당대회를 통해 당의
중장기적 노선을 발표하고 당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개편
-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로서 김정일 시대는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당대회가 2016년에 이어 2021년 1월 개최
- 5년간 활동 평가, 향후 5년간의 정책 목표 제시, 당 규약 개정
당의 최고직책명을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추대, 유일적 지도체제 강화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
정무국은 당 내부사업 등을 토의, 결정, 집행을 조직 및 지도
검열위원회는 당 규율, 기강 감찰
-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및 지도
당의 군사노선, 정책 수립 및 국방사업 지도
- 통치방식: 군대보다 인민대중을 중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 통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영원한 평화적 안정 보장,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

2. 평가
- 북한은 강력한 핵무력과 더욱 공고해진 김정은의 통치시스템을 기반으로 남북관계와 통일 주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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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군 정보기관1)

1.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국가부문정보기관/군정보기관

2. 국방부 정보본부

3.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 민진규, 『2022 민진규 국가정보학』(서울: 배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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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작전사령부

5. 방첩활동 성공 및 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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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안

1. 정치적 중립성
- 국가안보와 정권안보의 구분
- 정보요원의 탈정치화와 직업윤리교육 강화
- 정치권의 개입 배제와 정보기관의 임무에 충실토록 배려
2. 인권 존중 및 지휘권 남용 방지
- 병사 인권과 젠더 갈등 / 지휘권 남용과 지휘권 보장
3. 선택적 정보 공개 정책
- 선택적 정보 공개를 통한 알권리 충족
*제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수요부서에 신속하게 전파
4. 정보수집능력 강화
- 수집 우선순위 변화: 군사·정치정보보다 경제·환경·국제범죄·사이버범죄 등 주안
- 수집대상의 다변화: 경제, 산업정보 수집역량 강화, 테러, 국제범죄 정보수집,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정치심리전에 대비 강화
- SIGIN, IMINT, HUMINT 등 수집수단의 다양화와 최첨단화, 정예화
- 전략정보 및 작전정보판단 능력 제고

5. IT 기술의 활용에 따른 부작용
-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수집으로 개인의 인권침해 논란
- CCTV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
- 컴퓨터 통신 패킷(Packet) 감청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
- 휴대폰 감청논란과 기술적 대응에 대한 논란
- 인터넷 검열과 사용자 추적감시 기능의 활용 논란
- 개인의 지문, DNA 등 생체정보의 확보와 보호 논란

6. 내부 감찰기능의 강화
- 직무윤리와 직원윤리: 정치관여 금지한 직무윤리 준수, 공무원 비리행위 연루 금지
- 정보유출 방지: 사병 핸드폰 사용에 따른 군정보 유출 방지책 강구
- 외부의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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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회(선문대학교)

오늘날 4차 산업 시대의 변화가 초래하는 정보환경은 기존의 3차 산업시대와 많이 다르다. 자본과 기술,
노동 등 3차 산업시대의 생산요소와 달리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트로 대변되는 기술과 혁신에 의해 초래되는 새로
운 4차산업의 정보환경은 정보수단과 분석, 방첩영역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속성을 배태하기 때문이다. 기술혁신
에 의한 4차 산업환경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보다 발전된 정보기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정보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혁신을 위해 핵심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국가정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잊지 말고 민간영역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정보플랫폼의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4
차산업의 시대로 초래되는 정보혁신기술과 관련 그 분야 민간산업을 육성하거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
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정보기술우위를 위한 정보자산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 분석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산알고리즘과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인근 여러 학문의 융복합적 추세를 고려할 때 민간과 공공영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
는 역할은 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군과 협력하여 민간산업을 육성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원체계를 갖
추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Raytheon Intelligence & Space”와 같은 첨단기술기업들은 미국 정보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군사용 고성능 센서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미군의 정보ˑ감시ˑ정찰(ISR) 역량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SR 개량에 인공지능(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레이던 정보 및 우
주산업(Raytheon Intelligence and Space)”을 지원하여 참단 정보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산업시대에는 첨단기술력확보를 위해 민간 산업체를 육성하고 정보자산을 확충해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4차산업시대 정치·사회적 환경뿐만아니라 경제·기술적 측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런 변화가
정보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분야에서는 국방고등
연구단(DARPA:Defence Adavanced Research Projects)이 이런 첨단 국방기술의 개발업무를 맡고 있으며 산하에
“정보고등연구단(IARPA: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을 두어 정보업무와 관련된 선진기술을 개발하
게 하고 있다. 사실 IARPA는 미 국방부 산하 DARPA(Defence Adavanced Research Projects)가 미국 정보공동
체를 위해 일종의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payoff)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록 성공가능성이 낮더
라도 성공하면 획기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 최근 이 IARPA가 방첩위기경
보 모델로 개발하고 있는 ACCENT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그 전에 미 국방부 DARPA가 투자하여 개발한 “통계적
실체 및 관계정보탐지(SERIF: Statistical Entity and Relation Information Finding)”기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다.2) 정보기구의 효율적인 정보업무기반을 마련하는데 IARPA와 같은 정부차원의 정보기술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
1) 최근 IARPA 프로그램은 비록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미국에게 압도적인 정보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고도의 잠재적인 성과를 갖고 있는
'ACCENT'라는 방첩 예ˑ경보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 미국 내 연구공동체(Research Community)에 따르면, 이 ACCENT 프로그램은 1980~90년대 유행했던 초기의 사건데이터 조사(Event
Data Research) 프로그램에서 진화하여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첨단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계학습”으로
번역되는 머신러닝은 방대한 양의 축적된 D/B를 분석하여 미래의 패턴을 예측해 내는 기술로 미럐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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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 및 조직을 고려할 때 아직 이런 조직을 설립할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그동안 유
사한 역할을 수행해온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확대ˑ개편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가칭 “한국 정보고
등연구단(IARPA)”을 설립하여 자율적 정보역량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인프라의 개발과 빅데이터 및 AI에 적용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3) 정보분야 핵심기반시설의 강화가 곧 국
가정보의 발전을 위한 토대역량의 구축임을 잊지 말고 과학기술 정보플랫폼의 구축에 더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시절 발생한 국가정보의 일탈문제로 우리 국가정보는 고강도의 구조혁신을 감내하면서 어려움을 겪
어야 했다. 이제 국정원법의 통과를 끝으로 위축된 조직역량과 미흡한 정보자산의 확충을 통해서 정보역량의 강화
에 나서야 할 때이다. 4차산업시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국가정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혁신”을 위해 정보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기술로 평가된다. 구글의 번역서비스나 포털의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등이 일종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것이지만
컴퓨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데이터의 통계처리를 통해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것으로 컴퓨터에게 일종의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술
이다.
3) 이 SERIF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해군연구소(office of the Naval Research)는 “세계통합위기조기경보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더
욱 개량하였는데 이렇게 개발된 ACCENT는 이전 버전보다 정확도가 2배 이상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미국전략사령부에서 국가 및 국제
위기의 감시 및 예측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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