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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20, 6.25 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이렇게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국제적 수준, 지역적 수준 및 양자간 협력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 방향 정립은 주로 국제연합과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민간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나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도 사이버보안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주요 성과가 도출된 국제연합의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결과와 우리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사이버안보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시작될 제4차 UN 전문가그룹

(GGE)의 활동을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사이버안보 논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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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yberspace, based on the dramatic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brought

enormous benefits to mankind. However, concerns over cyber terrorism and cyber attack are becoming serious. It is

time to expand the global dialogue on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 cyberspace. It is imperative to have a common

understanding that cyberspace, the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should not be utilized as a space to create conflicts

among states, and that all states agree to build confidence and peace in cyberspace. For this purpose, there are 3

track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s: 1)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UN and Conference on Cyberspace,

2)regional cooperations such as ARF and OSCE. 3)bilateral cooperations such US-Russia Cybersecurity Agreement,

US-China presidential level dialogu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1st tr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s of UN and

Conference on Cyberspace. With this, Korean government can prepare the forthcoming GGE activities and make our

own strategy to deal with the global norms of good behaviour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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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내용

국제
UN, 세계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등

국제안보,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사이버보안 등

지역 ARF, OSCE 등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양자 미-러, 미-중 등
핫라인 개설, 실무작업반 구성

등

<표 1> 계층별 사이버안보 논의 기구, 주체 및

주요내용

1. 서 론

3.20, 6.25 등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 나라는

대내적으로는 우수한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안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공격받기 쉬우며,

피해발생시 영향력이 큰 국가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국가인

사이버안보 위기 발생시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한은 세계최고수준의 실력으로 사이버공격에

국가존망을 걸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나[1]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없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공격의 배후를 지목했으나,

공격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은 없었다. 특정 국가가 공격을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규탄,

제재, 처벌 등이 불가능했기에 에스토니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악의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2].

현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크게 국제

적 수준, 지역적 수준 및 양자간 협력의 3계층으로 나

뉘어 진행되고 있다. 3계층으로 분류한 것은 해당 국

제회의 및 논의의 참여주체가 대부분 국가이나, 참여

국 수가 논의의 장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참여국 수

및 참여국 성격이 달라짐에 따라 논의 내용의 깊이 및

범위가 달라지기에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 중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 방향 정립은 주로

국제연합과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역적 수준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

n Europe)의 사이버공간 신뢰구축조치(CBMs: Confid

ence Building Measures) 확보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3], 이에 대응하는 아태지역

안보기구인 아세안 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사이버공간 신뢰구축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양자간 협력은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간 협력이 있으며, 이들

국가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양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5][6].

물론 민간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나 UN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도 사이버보안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주요

성과가 도출된 국제연합의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결과와 우리 정부가 주최한 제3차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사이버안보 논의 흐름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시작될 제4차 UN 전문가그룹(G

GE)의 활동을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사이버안보 논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

국내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국제연합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

2.1 참여주체

국제연합(UN)의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회원이므로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사 결정은 각 회원국이 1표씩을 갖는 1

국1표 시스템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의제주도력과

패권적 영향이 투표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보다는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많기에 이들 국가간 이해관계는 다를 수

밖에 없어 특정 이슈에 대한 시각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국가들은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범 정립 논의에 UN이 적합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상하이협력기구

중심 국가들은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사이버안보 관련한

논의가 국제안보의 맥락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ITU에서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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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해 국가별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작년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던 WCIT 회의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작년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던 ITU-WCIT

회의는 ITU가 사이버안보 정책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전기통신규약을 개정하는 데에 대해 각국이 1

표씩 투표권을 행사한 자리로 사이버보안 문제가

업무범위에 포함되었으나[7] 이에 따른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2.2 논의 경과

국제연합의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논의의 핵심으로

국제연합의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위원회 : Disa

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tee)의

활동이 해당한다. 동 위원회는 UN 총회의 6대 위원회

중 하나로 핵확산 방지 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우주공간 군축 문제 등을 다루면서 국제 안보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해 왔다[8].

군축 및 국제안보 위원회에서 사이버안보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98년 러시아 외교장관이

1998년 9월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

al security”라는 결의안 초안을 UN에 제출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어내지 못하자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써의 UN을 주목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동

초안은 약간의 수정 후 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9].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상하이 협력 기구 국가들간 이견이 발생했었다.

이견은 주로 주제의 범위, 위협 인지에 대한 문제,

해당 이슈에 대한 UN의 역할 및 제1위원회의 역할

문제 등이었다[10]. 이는 결국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의

장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각국의 외교전략이 맞부딪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동 위원회는 국제안보 차원에서의 사이버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안보 맥락에서의 IT 분야

개발에 관한 UN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

nt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

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

national Security)”을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했다

[8]. GGE는 제1차(2004-2005), 제2차(2009-2010)를

거쳐 올해 마무리된 제3차(2012-2013) 활동까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제1, 2차 GGE 활동에 참여했

었다.

2.3 사이버안보에 대한 입장

사이버안보 논의 주도를 위해 국제사회는 국가가

주도한 사이버 공격 행위를 어떻게 규제 및 저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하고자 치열히 경쟁해 왔다.

그간 미국과 영국 중심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 등

상하이 협력 기구측 국가들은 인터넷 공간을 규율하는

규범 및 원칙 설립에 큰 이견을 보였다. 미국은 2011년

발표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전략(International Str

ategy for Cyberspace : Prosperity, Security, and Ope

nness in a Networked World)에서 강조한 역량강화,

국가의 올바른 행동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11].

우선 미국 중심 국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방,

신뢰 등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정부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제법이

인터넷 및 사이버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유엔헌장 등이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간 사이버공간상의

위협 요소 감축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사이버공간에

적용 가능한 신뢰구축조치(CBMs : Confidence Buildi

ng Measures)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언론의 자유 통제 등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국내 정치의 안전성 확보에

사이버공간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12].

이에 대립하는 중국 및 러시아 등 국가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공간에서도 국가주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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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며 필요시 정보통제가 가능한 공간이다. 둘째,

기존의 인터넷 체계를 구성하고 주도해 온 서방측의

의도대로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신뢰구축조치 발굴이나

이행보다는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국제 정보보안 행동수칙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

즉,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존 서방측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동시에 비서방국가들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원하고 있다[12].

2.4 제3차 GGE 결과[13]

기존 회의에서는 인터넷의 국가통제를 강조하는

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 간에 극명히 대립

했었으나 지난 6월 개최된 회의에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 참여국들이 온라인상에서도 기존의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이러한

규범이 국가의 행위와 국가주도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한 보고서 작성에 합의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IT를 이용한 범죄 행위 및 테러행위를

근절하고 프록시를 이용한 악의적 행위에 자국

정보통신기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동시에 민간영역과 시민사회도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보안 향상을 위해 적절할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하고 신뢰구축조치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도 촉구했다. 3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국제 평화, 보안, 안정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기존 국제법을 토대로 국가의 ICT 사용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기준을 국가 활동과

국가의 ICT 사용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o 국제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평화적이고 접근 가능한 ICT 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특히 UN 헌장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o 국가의 ICT 관련 활동과 ICT 인프라가 구축된 관할권

에는 국가 주권 및 주권에 대한 국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o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국제적

불법 행위를 주도 또는 가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비국가 행위자가 자국 영토에서 불법으로 IC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o 국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전략 및 정책,

모범 사례, 의사 결정 과정, 관련 국가 조직 및 정책

등을 토대로 정보와 의견 교환. 정보 교류 범위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양자간,

지역 그룹, 기타 국제 포럼에서 이들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o 신뢰 구축을 위해 양자간, 지역적, 다자간 협의 프레임

워크 구축. 워크숍, 세미나, 실습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의 ICT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이들 사고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다.

o ICT 또는 ICT에 기반한 산업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요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 국가는 이를 위해 비국가 행위자의

파괴 활동에 대응하는 지침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o 연구 기관 및 대학의 ICT 보안 연구를 장려하고 이들

연구 기관이 유엔 회원국과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관련 유엔 연구 및 교육 기관이 ICT

보안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5 향후 전망

제3차 UN GGE 활동은 상기 보고서의 도출 및

총회 보고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10여년이 넘게 지속

되어온 주요국간 사이버공간을 규율할 수 있는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제4

차 GGE 활동으로 넘기고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기 활동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안보 확립을 위한 국제안보 논의는 단순한

기술적 보호정책 검토나 외교적 활동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청와대를

포함, 국가안보기관과 공동으로 의제 분석, 주력

의제분야 설정을 통한 대응방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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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N 내 사이버안보 관련 이슈가 제1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들 논의

현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차원의 총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3.1 총회 배경 및 참여주체

지난 10월 한국 정부는 서울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를

개최하였다. 동 총회는 1차 런던(2011), 2차

부다페스트(2012)에 이은 3차 회의로 사이버 공간상의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4].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자유로운 인터넷의

흐름을 강조하고 인터넷은 만인을 위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정부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층적 행위자가

모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다중

이해관계자 모델(multi-stakeholder model)을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규범 제정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통칭 런던 프로세스

(London Process)라 불리는 총회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해진

회원국이 없이, 개최국이 중심이 되어 정부기관,

국제기구, NGO,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 사이버 분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원칙에 합의해가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금번

총회에는 87개국 정부대표 및 주요 국제기구 대표,

지역협력기구 대표,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시민사회

등 총 1,300여 명이 참석하였다[14].

3.2 의제

서울 총회의 대의제는 ‘Global Prosperity through

an Open and Secure Cyberspace’이며 경제성장과

복지,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보안, 국제안보,

사이버범죄, 역량개발 등 6개 분야에 대해 토론하였다.

국제안보분과는 이번 서울 총회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분석했던 제3차 UN GGE

결과보고서 작업 논의에 총 15개국이 참여한 데에

반해 총회에서는 87개 참여국 및 기타 산업계, 연구계,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참가자들이 사이버안보

논의에 참여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식과 규제를

위한 규범의 틀 정립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안보분과 의제

설정에 있어서는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이견이 커 갈등의 소지가 많았었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 속에 국제안보분과 논의를 실질적으로 도출

해내기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 영국, 헝가리, 미국 4

개국이 참여한 사이버안보대화(비공개) 개최, 국제

안보분과 사전워크숍 개최[15], ICT4Peace 재단의

사이버 CBMs 워크숍 참석[16],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

elopment) 및 유럽네트워크보안청 (ENISA: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과의 의제

논의,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

과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이버안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사이버안보 논의 현황

정리, 국가 및 그 대리자 주도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위한 규범 정립 필요성 논의, 향후 협력

방안 마련 등 총회 패널토의 주제를 도출했다.

3.3 총회 결과문서

이번 총회에서는 이전 총회와는 달리 의장성명서

및 요약문 외 부속문서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

과 “최적관행”을 포함한 결과문서를 발표했다. 사실

기타 문건의 마련 및 발표에는 각국 이견이 없었으나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의 작업 및 배포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었다. 원래

우리 정부는 총회 결과문서를 “서울선언문”으로

발표하고자 사전작업을 진행했으나 명칭에 대한

러시아 등 반발로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6월 말 GGE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었으나 G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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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이 기존

국제법이 온라인에서도 적용된다는 큰 틀에

합의함으로써 온라인에서 다루어지는 사이버안보

관련 다양한 원칙들이 지지받고 있음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되었다1).

“서울 프레임워크 및 공약”은 6개 분야별 논의시

해당 논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문서로 만든

것으로, 향후 관련 국제회의에서 언급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에서 주도권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7].

o 경제성장과 발전 : 인터넷 경제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바, 더 많은 사람들이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 경제로 통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술 경쟁력 확보, 정보 접근권 보장,

빈곤 해소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o 사회∙문화적 혜택 : 인터넷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인터넷은 다자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o 사이버보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의존성 증대에

따라 다양한 사이버 보안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각국 및 국제기구가 수립한 사이버보안

전략의 공유와 기술적·관리적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그리고 최적 관행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

o 국제안보 : UN헌장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은 온라인

에서도 적용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법이 어떻게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

보호를 위해 각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국가가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야기할 경우 해당 국가는

이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진다. 자발적인 신뢰구축조치

(CBMs)는 예측 가능성 증대와 오해소지의 감소를 통해

갈등 유발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o 사이버범죄 :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법집행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사이버범죄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기 위하여 국가와 관련 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1) 저자는 금번 총회 준비기획단 일원으로 결과물 작업에

직접 관여하였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대응 기술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파트너쉽을 제고한다.

o 역량강화 :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사이버공간 확보가

가능함에 비추어, 각국은 ICT의 보편적 접근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최적의

사이버보안 기법 및 교육 훈련 분야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을 전파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역량

강화에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다른 부속문서인 “최적관행”은 참여국들의 총회

주제와 관련해 실시한 정책들 중 개도국 및 저개발국

정보화와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모범사례를 카탈로그 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IT

저개발국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모범사례로 채택된 정책의 경우 전세계적 확산이

가능하며 이는 향후 시장개척 및 제품수출 등

산업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8].

4. 결 론

국제연합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세계 사이버스

페이스 총회는 국제수준의 사이버안보를 논의하는

양대 산맥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상기 두 기구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이버안보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들의 입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기반한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설정 및 외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IT선진국인

미국은 1국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제연합 체제보다는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체제에 더 적극적이다. 기존

국제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미국측 주장이

적극적 지지를 받아오지 못했다는 점과 인터넷 정책의

미국 중심성에 대한 타국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총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총회를 중심으로 한 런던 프로세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기에 영국을 내세우고 숨어서

회의의 맥락을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북한 정전중인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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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상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중간자적 입장의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첫 번째에서 고려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바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총회 개최를 통해

국제안보분과 논의 의제설정에서부터 토의 맥락 설정,

연사 및 토론자 선정 등에 깊이 관여했고 특히

의장요약문과 그 부속문서들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응 논리나 외교 전략이

부재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전문가가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중심의

UN GGE 활동에도 전문가를 포진시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및 시민사회 등 모든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는 10월 총회를 위해

구축되었던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제

설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가 중심의 논의에서는 공식적인 정부입장을

언급함으로써 대화가 경직되거나 겉돌 수 있으므로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각국의 입장과 실질적 의사결정 체계

이해도 향상,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의 장을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결국

정부기관의 의견수렴과정에 반영되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시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의제로 추가되었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및 최적관행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역량강화나 최적관행은

우리 정책, 법제도, 철학, 제품, 인력, 시장 등을

총체적으로 외국에 공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제적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절대로

안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으며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이는 연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서도 드러났다[19]. 우리나라와 같은 IT

선진국은 특히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흐름속

에서 우리나라 기반보호 정책과 국제적 논의의 궤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대내외적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관협력모델이

향후 사이버안보 정책 논의의 기본이 된다는 점은

국가정책 수립에 큰 중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200

4년부터 국가정보보안연합회(NISA)를 운영하여 정부

부처간 협의회, 공기업 협의회, 산/학/연 협의회 등

분야별 주요 정책 현안 논의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으며,

각국 전략수립 시 새로운 대내적 협력모델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어젠다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기 구축된 협력모델을 잘 활용하여 어떻게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시작될 제4차 GGE활동, 2014년 ITU

전권회의, 차기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등

사이버안보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 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선도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이다.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피해를 모두 크게 경험했기에

전세계 인터넷에 기반한 미래 구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도적

사이버안보 정책과 사이버공간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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