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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4차
정보안보분야 발전에 관한 UN정부전문가그
룹’(UNGGE) 회의가 개최되어, 정보통신기
술(ICT)의 이용에 대한 국제법 적용 문제를
다룬 최종보고서를 제출, UN총회에서 채택
되었다. 동 보고서는 사이버공간의 국제규범
에 관한 논의를 국제법 부문과 규범 부문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최종보고서에서 국가의 ICT 이용에 국제법
의 적용을 고려하면서 UNGGE가 가장 중요
하다고 확인한 UN헌장과 다른 국제법의 원
칙은 “주권 평등;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
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자신의 국제관계에
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또는 UN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
른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의 자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및 다른 국가들
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이다. 이들 중에
서 주권평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
계에서 무력사용의 자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의 존중 및 국내문제 불간섭은 UN헌장을 포
함한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
고, 이러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국가의 ICT

이용, 즉 사이버공간에 적용됨이 확인된 것이
다. 또한 최종보고서는 국가의 ICT 이용에 국
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예시적
인 견해를 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각
각 관할권, 국제법원칙, 자위권, 국제인도법,
대리자 및 국가책임에 관한 것인데, 이들 국
제법원칙의 선택에 대하여 서방국가들과 비
서방국가들의 다툼이 커서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 같이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
한 구체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범 부문에서는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규범, 규칙 또는 원칙을 국가들이 고려하도록
국제협력, ICT사고, 제3국의 책임, 정보 교류
및 사법공조, 인권 존중, 핵심기반시설의 보
호, 공급망의 완전성 보장, 악의적 ICT 이용
확산 방지, ICT 취약성 보고, 긴급대응팀의
활동, 개도국 상황 고려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보편적 국제기구인 UN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규범이 논의되는 것은 향후 국제사
이버법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의 현실에 중요한 사이버공간의
국제규범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이의 구체적
인 내용이 발전되도록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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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제4차 정보안보분야 발전에 관한 UN정부전문가
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이하 ‘UNGGE’라 함) 회의가 4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1) 정보안보 이
슈는 1998년 러시아가 UN총회 제1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하여 UN총회에서 의제
로 채택되어 왔으며, 2004년 제1차 UNGGE가 구성된 이후 2009년 제2차, 2012년
제3차 UNGGE가 구성되었고, 제2차와 제3차 UNGGE에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
었다(Tikk-Ringas, 2012, p.3). 제4차 UNGGE는 2015년 6월에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들의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규범, 규칙 및 원칙과 신뢰구축조치, 국제협력 및
능력배양에 관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함)에 합의하였고(UN, July
2015), 동 보고서를 UN총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 UN총회
결의에서 동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2016년 8월에 제5차 UNGGE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UN, Dec. 2015). 제4차 UNGGE는 공평한 지역 안배에 따라 20개
국가로 구성되었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및 독일과 같은 주요 사이버
역량국가들이 포함됨에 따라, 동 그룹의 최종보고서는 국가들의 사이버 역량 사용
에 관한 글로벌한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Rõigas & Minárik,
2015). 최종보고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과 규범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
(ICT)의 이용에 국제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향후
국제법과 규범의 발전적 작업을 위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제4차 UNGGE의 최종보고서 중에서 국제법과 규범
부문에 관한 논의사항을 분석하고, ‘사이버전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탈린매
뉴얼’(이하 ‘탈린매뉴얼’이라 함)(Schmitt, 2013)과 같은 기존의 논의와 비교하여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제4차 UNGGE 구성국가는 벨라루스,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가나, 이스라엘, 일본, 케냐,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한국, 러시아, 스페인, 영
국, 미국이다. 브라질의 Mr. Carlos Luís Dantas Coutinho Perez가 그룹의 의장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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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UNGGE

논의의 이해

UNGGE에서는 사이버공간 그 자체가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의 ICT 이
용’이 그 논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UNGGE의 논의는 사실상 사이버공간에 관한
것이고, 특히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국제규범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
에서 서방국가들은 현존하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박노형·정명현, 2014, pp.69-70), 반대로 비서방국가들은 사이버공간이 새로
운 영역이므로 새로운 국제규범이 조약 등의 형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는데, 2014년 제3차 UNGGE 보고서에서는 UN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UNGGE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등 비서방국가들의 대립과 합의
의 과정으로서, 그 명칭이 암시하듯 참여국의 정부관리가 개인으로 참석하여 전문
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간 협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협상에서 위의 양 진영의 구도도 중요하지만, 역시 UN 내부의 활동으로서 소위
P5(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UNGGE
의 논의와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그 논의와 협상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중소국가들은 이러
한 양 진영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사실상 공개되어 평가되었는데, 한국
의 사이버외교 차원에서 정부 내의 진중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1. 사이버공간의 이해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UNGGE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ICT환경이 ‘개방적
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open, secure, stable, accessible
and peaceful) 것이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2) 또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ICT의
이용을 증진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UN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2) 최종보고서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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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사이버공간을 위한 국제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법 부문과 규범 부문의 구별
UNGGE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ICT이용에 국제법이 어
떻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와 ‘국가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규범, 규칙 및 원칙’의
설정으로 구별하여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법은 다른 조약 등이 없는 경우에
도 국가들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관습법을 가리킨다. 한편, 규범 등은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규범’(voluntary, non-binding norms
of responsible State behaviour)을 가리킨다.3) 규범은 달리 국제법과 합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4) 따라서 새롭게 개발되는 규범에 의하여 국
제관습법적 지위를 갖는 국제법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규범
은 국제법에 대한 관계에서 보완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범은 국제공동체의
기대를 반영하고, 책임있는 국가 행동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며, 국제공동체가 국가
들의 활동과 의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Tikk-Ringas, 2015).5)
러시아와 중국 등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라 함)를 구성하여 특히 안보 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SCO 회원국
인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2011
년에 이어 2015년에 ‘정보 안전을 위한 국제 행동 규약’(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 A/69/723)을 UN에 회람하였다. 중국이 특히
공을 들였다는 동 수정제안은 이들 국가들이 기대하는 사이버공간의 새로운 질서
로 이해할 수 있다. UNGGE의 논의에서 동 행동규약을 어떻게 언급할지에 관하여
서방국가들과 비서방국가들의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UNGGE가 주목하였음을 규범 부문에 명시하는 수준으로 합의되었다.6) 이러한
3) 최종보고서 제10항 제1문.
4) 최종보고서 제10항 제2문.
5) 최종보고서 제10항 제3문. ‘규범’은 국제 사이버안보의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국제법과 관련해서 규범은 기본적으로 조약, 관습법 및 법적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며, 국제
관계의 관점에서 규범은 국가 행동에 대한 기대로 간주될 수 있고 코뮤니케, 권고, 선언과
같이 비구속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정치적 합의에 반영될 수 있다. (Eneken Tikk-Ringas et
al., 2015, p.117 참조).
6) 최종보고서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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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 규범 부문에 언급된 것은 동 제안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UNGGE에서 기본적으로 상정된 규범은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
영하여야 하는 점에서 서방국가들의 공동의 이해에 따른 ‘국제’ 규범으로 수용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자발적 규범을, 무력사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이버수단의 사용을 자제하는 자발적 조치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들이 이를 채택한다면 보편적으로 적절하게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평시의 책임있는 국가행동을 위한 규범이라고 보고 있다(Painter,
2015, p.8). 미국은 이러한 규범을 개발하는 것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조약의 발전
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이버 충돌이 무력충돌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점에서 평시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
다(Marks, 2015). 즉 이러한 자발적 규범은 ‘평시의’(during peacetime) 사이버공
간에 적용될 것이다.

Ⅲ.

국제법의 적용

2015년 제4차 UNGGE는 제3차 UNGGE 보고서에 비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자 하는, 특히 국가의 ICT 이용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려는 미국과 독일 등 서방국가들과,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피하
려는 비서방국가들의 타협의 결과로서 난항 끝에 총의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
제4차 UNGGE 최종보고서의 국제법 부문은7) 제3차 UNGGE 보고서가 국제법
특히 UN헌장의 적용을 언급한 것에 기초하여 국제법이 국가들의 ICT 이용에 어떻
게 적용되는지를 고려하였다.8) 이에 따라 국가들의 ‘국제법 특히 UN헌장 의무’가
국가들의 ICT 이용에 대한 국제법 적용의 검토에 있어서 중심적이라고 합의하였
다.9) UNGGE가 UN총회 산하 제1위원회의 임무 내에서 활동하는 점 및 일단
UNGGE의 구성국들을 포함한 국가들이 UN회원국으로서 기본적으로 UN헌장의
7) 제4차 UNGGE의 최종보고서에서 국제법 부문을 어느 부분에 넣을 것인가가 논의되었는데,
총의로 채택되기 직전에 의장초안과 달리 결론 부분의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었다.
8) 최종보고서 제24항.
9) 최종보고서 제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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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에서 UN헌장 의무가 국가들의 ICT 이용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서 중심이라고 합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ICT 이용에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하면서 UNGGE가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한 UN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0) “주권 평등;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가 위태롭게 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자신의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또는 UN
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의 자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및 다른 국가들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이 중에서 주권
평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의 자제, 인권과 기본적 자
유의 존중 및 국내문제 불간섭은 UN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이 국가의 ICT 이용, 즉 사이버공간에 적용
됨이 확인된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제28항에서 국가의 ICT 이용에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
하여 예시적인 견해를 6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각각 관할권, 국제법원칙,
자위권, 국제인도법, 대리자 및 국가책임에 관한 것인데, 이들 국제법원칙의 선택
에 대하여 서방국가들과 비서방국가들의 다툼이 커서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 같이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 관할권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 내에 소재하는 ICT기반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11)
이는 영토주권에 따라 영토 내에 위치한 ICT기반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편, 탈린매뉴얼(Schmitt, 2013)에서는 이러한 관할권의 대상을 영토 내
의 ICT기반시설은 물론 영토에서 사이버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법에 의거하여 역외적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2) 향후 국제법의 인적,
물적 관할권 범위에 따라 UNGGE의 논의에서도 관할권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10) 최종보고서 제26항.
11) 최종보고서 제28(a)항.
12) 탈린매뉴얼, Rule 2 – Jurisdic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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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ICT 이용에 적용되는 국제법원칙
국가들은 ICT를 이용함에 있어서, 국제법상 원칙 중 국가주권, 주권평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및 다른 국가들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3) 즉 국제법상 현존하는 의무는 국가의 ICT 이용에도 적용된다.14) 또한,
국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
해야 한다.15)
국가의 ICT 이용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된 국제
법원칙은 UN헌장 원칙과 함께 최종보고서 제26항에서 언급되었다. 국제법의 적용
원칙을 명시한 제28항에서는 제26항에서 언급한 국제관계에서의 무력사용 자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국가주권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국제법
원칙은 ‘국제법의 다른 원칙들 중에서’ (among oth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원칙이라는 점에서 제26항에서 언급된 가장 중
요하다고 확인된 국제법원칙과 굳이 구별될 이유가 없다. 즉, 전체로서 이들 국제
법원칙은 국가의 ICT 이용, 즉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중요한 국제법원칙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법상 현존하는 의무가 국가의 ICT 이용에 적용된
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ICT 이용에 대하여 국가가 준수해야 할 ‘현존하는
의무’는 국가주권 등 여기서 언급된 국제법원칙은 물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
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ICT 이용에 관하여 국제관습법적 의무는 물론 조약
등에 따른 특별한 의무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시민적 ․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규약’ 등 관련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확인되며, 종래의 오프라인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존중되고 보호되듯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16)
13)
14)
15)
16)

최종보고서 제28(b)항 제1문.
최종보고서 제28(b)항 제2문.
최종보고서 제28(b)항 제3문.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는 UN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2012년 7월 UN인권이사회는 ‘인터넷상 인권의 촉진, 보호 및 향유’ 결의를 총의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UN결의이다. 또한,
2013년 12월 UN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를 역시 총의로 채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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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매뉴얼에서는 국가가 사이버공간에서 갖는 주권, 관할권, 사이버 기반시설
에 대한 통제, 국가책임, 무력사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Schmitt, 2013, p.15). 이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상 영토주권을 기반으로 국가의 영토 및
영토 내 사이버 기반시설에 관하여 주권과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간섭 의무도 발생한다.17) 또한, 국가에게 귀속되고, 국제 의무의 위반을 구성하
는 사이버조작(cyber operation)에 대하여 해당 국가는 국제법적 책임을 진다고
확인하였다.18) 이와 함께 무력사용 또는 무력위협의 금지,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
권을 규정하고 있다.19) 이 점에서 UNGGE의 최종보고서와 탈린매뉴얼은 국가의
ICT 이용에 대하여 국제법원칙과 현존하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따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자위권
최종보고서의 의장초안은 UN헌장 제51조에 따른 사이버무력공격에 대한 자위
권 행사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동 초안에서는 심지어 무력사용에
대하여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자는 미국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프랑스와
독일 등의 비판에 이 조건은 수정 초안에서 바로 삭제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특히
중국은 UNGGE 회의 내내 일관되게 사이버공간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위권 행사 수용을 거부하였고, 특히 2015년 6월 제4주차 회의
에서는 최종보고서에 자위권 행사가 포함될 경우 총의를 결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등 비서방국들은 사이버공격의 특정 국가에
대한 귀속을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국가들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4주차 회의 마지막 날 오전 회의 개시
직후 발언을 신청하여 자위권 행사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 최종보고서를 거부할
것이라 선언하였고, 러시아가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동 결의는 2013년 6월 Snowden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량 감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발 및 대응으로서 브라질과 독일이 주도하였다. 한편, 2014년 6월 UN인권이사회
는 ‘인터넷상 인권의 촉진, 보호 및 향유’ 결의를 총의로 채택하여, 2012년 7월의 결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17) 탈린매뉴얼, Rules 1, 2.
18) 탈린매뉴얼, Rule 6.
19) 탈린매뉴얼, Rules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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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피력하고 중국이 곧바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자위권 행사가
최종보고서에 우회적으로나마 포함되도록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자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문맥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우회적으로 정리되었다.20) 즉, ‘UN헌장이 전체로서 적용된다’고 상기함으
로써, 제51조에 의거하여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또한 ‘UN헌장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의 고유한
권리’를 주목함으로써 그러한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이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제3차 UNGGE 보고서에서 사이버공간에 UN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의 적용이 인정된 이래 최종보고서에서도 UN헌장과 국제법 준수가
여러 차례 인정되었고, 설사 이번 보고서에서 자위권 행사가 규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개별 및 집
단 자위권 행사를 천명하였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에 관한 국가관행의 수립은 저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최종보고서에서 자위권 행사에 관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음 UNGGE에서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요건 등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예상되고 이 점에서 같은 의견을 가진 국가
들(like-minded) 사이에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탈린매뉴얼에서는 무력공격 수준의 사이버 조작의 대상이 된 국가는 고유
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사이버공간
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21) 이 때 무력공격인지 여부는 사이버 조작의 규모
와 효과에 따라 판단되며,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비례성, 임박성,
즉각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2)

4. 국제인도법
UNGGE의 주된 논의 대상은 국가의 ICT 이용이고, 이러한 ICT 이용은 무력사
용 또는 무력공격의 상황을 포함한다. 이 점에서 UNGGE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무
력사용 또는 무력공격, 즉 사이버전(cyber warfare)에 대한 국제법 또는 규범의

20) 최종보고서 제28(c)항.
21) 탈린매뉴얼, Rule 13.
22) 탈린매뉴얼, Rules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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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제3차 UNGGE가 사이버공간에서 UN헌
장을 포함한 국제법 적용에 합의하였을 때, 이러한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이 무력사
용에 관련된 jus ad bellum과 jus in bello이다.23) 탈린매뉴얼의 주된 내용도 이들
두 부문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검토한 것이다.24)
그러나, 제4차 UNGGE의 논의 내내 특히 중국은 사이버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이유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소위 전쟁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최종보고서 의장
초안에서는 국제인도법에 관한 내용을 국제법 부문이 아닌 규범 부문에 포함하였
다. 즉, 국가들은 ICT의 이용에서 불필요한 피해나 고통을 초래하거나 무차별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ICT 수단과 방법의 이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국제인도법을 직접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대신에 국제인도법의 주된 기본원칙을 언급하였다. 또한, 흥미롭게도
최종보고서에서 이들 국제인도법의 주된 기본원칙은 국제법 부문에 포함되었는데,
중국 등 비서방국가들은 이들 법원칙, 즉 국제인도법의 사실상 우회적 언급에 대하
여 특히 규범 부문이 아닌 국제법 부문에서 언급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4차 UNGGE는, 적용 가능한 경우, ‘인간애, 필요성, 비례성 및 구별의 원칙’(principles
of humanity,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distinction)을 포함하는 확립된 국제
법원칙에 주목하였는데,25) 이들 네 가지 확립된 국제법원칙은 다름 아닌 국제인도
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칙을 가리킨다. 따라서, 비록 최종보고서가 의장초안과 달
리 ‘국제인도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인도법의 주된 네 가지
법원칙을 언급한 점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인도법, 즉 전쟁법의 적용에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제4차 UNGGE의 또 다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인도법의 실제 적용에 대하여
23) 일반적으로 전쟁법은 jus ad bellum(개전법,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규율하
는 법)과 jus in bello(국제인도법, 협의의 전쟁법)로 구분한다. (장신, 2015, p.203 참조).
24) 제4차 UNGGE는 탈린매뉴얼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탈린매뉴얼이 미국 등 서
방국가들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집필되어 UN의 지리적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한 실제로 탈린매뉴얼의 중심 내용인 소위 전쟁법에 관한 논의가 UNGGE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다.
25) 최종보고서 제28(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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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5. 대리자
국가들은 ICT를 이용한 국제위법행위를 위하여 대리자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
고, 그러한 행위를 범하는 비국가 행위자가 자신의 영토를 이용하지 않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26) 사이버공간에서 대리자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이용, 즉 컴퓨터 등 기기 이용이 대부분 기업이나 자연인 등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리자의 행위는 해당 국가에 귀속되어 국제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또한, 국가는
국제위법행위를 행하는 비국가 행위자가 자신의 영토를 이용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기 영토 범위를 벗어나는 외국에서 국제위법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자인 비국가 행위자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국제법상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행하기 위하
여 대리자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대리자인 비국가 행위자가 자신의 영토를
이용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영토 이용이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국제법상 국가책임
최종보고서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에 상응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포함하고 있
다. 즉, 국가들은 “국제법상 자신에게 귀속되는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제의무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27) 여기서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제의무는 UN의 국제
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의 내용을 가리킨다(UN, 2001).28) 의장초안에서는 UNGGE의 전
26) 최종보고서 제28(e)항.
27) 최종보고서 제28(f)항 제1문.
28) UN총회는 2001년 12월 12일의 결의 A/RES/56/83에서 동 초안을 주목하였을 뿐 공식적으
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동 초안의 국제법상 구속력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동 초안의 내용의 대부분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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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이 동 국가책임 초안, 특히 제4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이 사이버공간 활동에
서 잠재적으로 적용가능함을 ‘거론하였다’(referred to)고 기술하였다. 최종보고서
는 국가책임 초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제의무를 충족’하
도록 언급하여, 우회적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됨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의장초안은 전문가들이 국가책임 초안을 ‘거론하였다’고
하여 동 초안의 적용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나, 최종보고서는 동 초안을 언급하
지 않았음에도 국가책임을 의미하는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제의무’의 충족을 언
급함으로써 규범적으로 보다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최종보고서는 국가들이 대리자를 통하여 ICT를 이
용하는 국제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29) 이와 관련하여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하여 ICT를 이용하는 국제위법행위
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30) 이 점에서 국가 스스로는 물론 대리자를
통하여서도 자신에게 귀속되는 국제위법행위를 범할 수 없고, 이러한 국제위법행
위에 대하여 국가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제4차 UNGGE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국제위법행위는 물론 자신에게 귀속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합의한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ICT활동이 한 국가의 영토 또는 그의 ICT기반시설에서
개시되었거나 달리 유래한다는 표시는 그 자체만으로 그 국가에게 그 활동을 귀속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1) UNGGE의 논의 중에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구성국들 다수는 사이버조작 내지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에서 그러한 조작이나 공격의 특정 국가에 대한 귀속(attribution)의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즉, 특정 사이버공격의 특정 국가에 대한 귀속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위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에서 이러한 공격이 다수 국가들을 경유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귀속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최종보고서는 ICT활동의 국가에 대한
귀속이 상황적으로 확인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제4차 UNGGE는
29) 최종보고서 제28(e)항 제1문.
30) 최종보고서 제28(e)항 제2문. 여기서는 제1문과 달리 ‘should’로 표기되어서 국가들의 의무
는 법적으로 강제적이지는 않다.
31) 최종보고서 제28(f)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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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 관여한 다른 국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32) 이러한 비난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귀속이 확인되
어야 한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내용임에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입증되
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합의되었음에도, 국가책임의 주된 내용인 대응조
치(countermeasures)를 취할 권리가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격론 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종보고서가 ‘국가책임’을 가리키는 ‘국제법상 자신에게 귀속되
는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제의무’를 충족할 것을 포함한 점에서 볼 때, 국가책임
의 핵심적 내용인 피해국가의 책임국가에 대한 대응조치의 권리는 당연히 인정된
다고 이해될 수 있다. 최종보고서에서 비서방국가들의 반대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이버공간에서 국가들의 국가책임에 따른 대응조
치를 취할 권리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실제에
있어 사이버공간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탈린매뉴얼(Schmitt, 2013)은 국가책임에 관하여 “국가는 자국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고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사이버조작에 대하여 국제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초안 규정을 수용하였다.33) 또한 대응
조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는 유책
국가에 대하여 비례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응조치에는
사이버 대응조치도 포함된다.34)

Ⅳ.

규범

제4차 UNGGE는 개방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ICT환
경의 촉진을 목표로 국가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규범,
규칙 또는 원칙을 국가들이 고려하도록 몇 가지 권고를 제시하였다.35) 이러한 권
고로 제시된 규범은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향후 계속하여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32)
33)
34)
35)

최종보고서 제28(f)항 제3문.
탈린매뉴얼, Rule 6.
탈린매뉴얼, Rule 9.
최종보고서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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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ICT의 속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규범이 발전
될 수 있다.36) 이들 규범은 국제법 부문의 경우와 달리 조동사 ‘should’를 사용하
여,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적 구속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강조하던
평시의 원칙 중 세 가지, 즉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핵심기반시설 보호, 긴급
대응팀의 활동이 최종보고서 규범 부문에 채택됨으로써, 합의된 규범은 미국의
사이버 외교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Rõigas & Minárik, 2015).
한국의 입장에서는 규범 부문의 제3국의 책임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국제협력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UN의 목적과 합치하도록, 국가들은 ICT의 이용에
있어 안정과 안전을 증대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해가 되거나 이를 위협할 수
있는 ICT관행을 방지하는 조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37) 즉, 국
가들은 UN의 목적에 합치하여 ICT의 이용, 즉 사이버공간에서 안정과 안전을 증
대하는 조치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ICT관행을 방지하는 조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2. ICT사고
ICT사고의 경우, 국가들은 사건의 맥락, ICT환경에서 귀속의 어려움 및 결과의
성격과 규모 등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38) ICT사고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게 되며, 무력공격의 수준에 해당하면 무력사용을 수반
하는 자위권이 발동될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책임에 따른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 이 점에서 ICT사고에 대하여 책임있는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
의 규명이 필요한데, 이 경우 자칫 엉뚱한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가 그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잘못 주장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여 규범
부문에서 ICT사고의 경우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도록 요구된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국제법 부문의 국가책임에 관한 내용에서, ICT활동이 한 국가의
36) 최종보고서 제15항.
37) 최종보고서 제13(a)항.
38) 최종보고서 제13(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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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또는 그의 ICT기반시설에서 개시되었거나 유래하였다는 표시는 그 자체만으
로 그 국가에게 그 활동을 귀속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39) 이에 더하여 제4차 UNGGE는 위법행위의 준비와 이행에 관여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비난은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0)

3. 제3국의 책임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격의 주된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사이버공격의 주된 주
체로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북한이 거론되고 있다(DoD, 2015, p.9).41) 한국에
대하여는 특히 북한이 중국을 통하여 사이버공격을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서 인
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이버공격 내지 사이버조작에
자신의 영토가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국제법 의무가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
다.42) 이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영토주권을 존중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ICJ는 Nicaragua사건에서 “독립 국가들 사이에서 영
토주권의 존중은 국제관계의 필수적 근간”이라고 확인하였다(ICJ, 1986, para.
202).43) 여기서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할 의무는 Corfu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국가가 “자신의 영토가 다른 국가들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허용하지”(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s contrary to
the rights of other States) 말아야 됨을 의미한다(ICJ, 1949, p.22).44)
39) 최종보고서 제28(f)항 제2문.
40) 최종보고서 제28(f)항 제3문.
41) 2015년 4월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Cyber Strategy는 2011년 Department of Defense
Strategy for Operating in Cyberspace를 개정한 것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북한을 잠재
적 적국으로 규정하였다.
42) 탈린매뉴얼, Rule 5 참조.
43)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Merits) 사건에서 1979년 니
카라과에 친공산 산디니스타 정권이 수립되자,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Cotra 반군을 지원
하며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였다. 이에 니카라과는 1984년 ICJ에 미국을 제소하면서, 미국
이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무력행사 금지원칙을 위반하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44) Corfu Channel(Merits) 사건은 1946년 알바니아와 그리스령 코르푸 섬 사이의 코르푸 해협
을 통과하던 영국 군함에 대하여 알바니아가 포탄 공격을 가하고 알바니아 영해에서 기뢰
와 충돌하여 영국 함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영국 정부는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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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의 의장초안도 이와 같이 자국의 영토가 다른 국가들의 권리에 반하
여 이용되지 않을 의무를 국제법 부문에 포함하였다. 즉, 제4차 UNGGE 전문가들
은 위에서 언급된 Corfu사건의 결정에서 확립된 “자신의 영토가 다른 국가들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국가들의
의무가 사이버공간의 활동에 적용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들은 사이버공간
에서 이러한 침해 행위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국제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들은 일견 자신의 영토에서 발생한 ICT의
악의적 이용으로 영향을 입은 다른 국가들의 요청을 고려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의장초안은 국제법의 ICT이용에 적용되는 예로서, 국가들이 자신의
영토가 다른 국가들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갖고, 국가들은 대리자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ICT를
이용하여 국제위법행위를 범하는 비국가 행위자가 자신의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의장초안의 국제법 부문에 포함되었던 제3국의 국제법상 의무는 최종보
고서의 규범 부문에 다양한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첫째,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가
ICT를 이용하는 국제위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45) 예
컨대, 중국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자신의 영토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아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들은 악의적 ICT행위의 대상
이 되는 핵심기반시설을 가진 다른 국가의 지원의 적절한 요청에 대응해야 한
다.46) 특히, 국가들은, 주권에 대한 상당한 존중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의 핵심기
반시설을 목표로 한 악의적 ICT활동이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경감하
도록 하는 다른 국가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47) 이 내용은 의장초안에
대한 미국의 수정제안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중국에서 한국의
발전소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수행하는 경우 중국은 이러한 사
행통항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고 알바니아는 사전허가 없는 영국 함대의 코르푸 해협 통과
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ICJ는 국제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면서
알바니아가 자국 영해에 기뢰가 부설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였다.
45) 최종보고서 제13(c)항.
46) 최종보고서 제13(h)항 제1문.
47) 최종보고서 제13(h)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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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공격을 경감하도록 요구하는 한국의 적절한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이들
규범적 의무는 국제법 부문과 달리 조동사 ‘should’를 사용하여,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최종보고서는 규범 부문에서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s, CERTs) 등 긴급대응팀에 관하여 국가들의 일정한 책임을 포함하였는데,
여기서 제3국의 책임이 관련된다. 즉, 국가들은 CERTs 또는 컴퓨터안전사고대응
팀(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s, CSIRTs)으로 알려져 있는 다른
국가의 허가된 긴급대응팀의 정보시스템에 해를 주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활동 수행을 알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48) 예컨대, 중국 등 제3국은 북한의 사이
버공격에 대한 한국의 긴급대응팀의 활동에 대하여 해를 주는 활동을 스스로 수행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알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의장초안에서 국제법 부문에 포함되었던 사이버공격 등의 경우 제3국의 책임과
의무가 최종보고서에서 규범 부문에 포함되어 그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긴 하였지
만, 일단 이렇게 규범 부문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그 법적 구속력이 강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은 특히 한국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3국
의 규범적 의무는 자신의 영토가 ICT를 이용하는 국제위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수동적 의무는 물론, 악의적 ICT행위의 대상이 되는
핵심기반시설을 가진 다른 국가의 지원에 대한 적절한 요청에 대응하고, 특히, 주
권에 대한 상당한 존중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을 목표로 한 악의적
ICT활동이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경감하도록 하는 적절한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포함한다.
제3국의 책임과 관련하여 탈린매뉴얼(Schmitt, 2013)은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
에 소재하거나 자국의 배타적인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사이버 기반시설이, 타국에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허용해서
는 안 된다”고 강제성 있는 의무로 규정하여 사이버 기반시설에 관한 국가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였다.49) 동 규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소재한 모든 사이버 기반시설
48) 최종보고서 제13(k)항 제1문.
49) 탈린매뉴얼, Rule 5. 동 규칙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State shall not knowingly allow the
cyber infrastructure located in its territory or under its exclusive governmental control
to be used for acts that adversely and unlawfully affect oth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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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며, 그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배타적으
로 통제하고 있는 사이버 기반시설에 모두 해당된다.50)

4. 정보 교류 및 사이버테러 ․ 범죄자의 기소 협력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테러행위자나 범죄자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활동하게
되는 점에서 그 피해국가는 물론 관련 국가들이 이들 테러범과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규범 부문에서
국가들이 이러한 협력을 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즉, 국가들은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지원하며, ICT의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이용을 기소하고,
그러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다른 협력 조치를 이행하는데 최선으로 협력하는 방법
을 고려해야 한다.51) 또한, 국가들은 이 점에서 새로운 조치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52) 이러한 규범을 근거로 한국은 미국 등 같은 의견을 가진
국가들과는 물론 지정학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일본, 중국 등과도 최선의 협력 방법
을 강구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권의 존중
사이버공간,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인권 보호의 문제는 2013년
6월 미국인 Snowden에 의한 미국 NSA의 전세계적 무차별적 감청 폭로로 극히
최근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의 ICT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논의하는
UNGGE로서는 이같은 온라인에서의 인권 보호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독재적 국가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이 ‘사이
버안전’(cyber security) 대신 ‘정보안전’(information security)을 주창하는 이유 중
의 하나는 자국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그 체제에 위험한 견해 등 정보에 대한

50) 탈린매뉴얼, Rule 5, commentary paragraph 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is
Rule establishes a standard of behavior for States in relation to two categories of cyber
infrastructure: (i) any cyber infrastructure(governmental or not in nature) located on
their territory; and (ii) cyber infrastructure located elsewhere but over which the State
in question has either de jure or de facto exclusive control...”
51) 최종보고서 제13(d)항 제1문.
52) 최종보고서 제13(d)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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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적 통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수반도 감청을 받았다고 알려진 독
일과 브라질이 주도하여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UN총회 결의가 채
택되었는데, 제4차 UNGGE의 의장 선출에 있어서 브라질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
는 과정에서 약간의 긴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최종보고서의 규범 부문에서, 국가들은 ICT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UN총회결
의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A/RES/68/167, A/RES/69/166) 뿐만 아니라 인
권이사회 결의 ‘인터넷상에서 인권의 촉진, 보호 및 향유’(A/HRC/RES/20/8,
A/HRC/RES/26/13)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53) 최종보고서의 규범 부문에
포함된 ICT 이용에 있어 인권의 보장은 의장초안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의장초안
의 UN인권이사회 결의에 더하여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관한 UN총회 결의가 추가
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명시된 점에서 ‘정보안전’을
주창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인권의 완전한 존중의 보장이 ICT의 안전한 이용의 보장과 연계된 것은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인권 보장이 최종보고서의 규범 부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UNGGE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강제적 규범력에 문
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확인이 UN인권이사회와 UN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일단 이렇게 UNGGE의 최종보고
서에 기술됨으로써 앞으로 국제규범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6. 핵심기반시설의 보호
제4차 UNGGE의 최종보고서 규범 부문에 있어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제3국
의 책임과 함께 핵심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미국
이 제안한 두 가지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었다. 핵심기반시설은 ICT 이용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의 경제 및 군사 등 전반적인 기간시설이 되므로 이에 관련
된 국제규범의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핵심기반시설이 일반적으
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무엇이 핵심기반시설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해가
53) 최종보고서 제13(e)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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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없으므로 국제규범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최종보고서의 규범
부문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핵심기반시설의 정의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
체적 내용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54)
첫째, 국가는 국제법상 자신의 의무에 반하여, 핵심기반시설에 의도적으로 피해
를 주거나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반시설의 이용과 운영을 손상
하는 ICT활동을 수행하거나 알면서 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55) 이는 의장초안에
대한 미국의 수정제안이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국제법 부문에 포함된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원칙의 큰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56) 여기서 언급된 국제법상 의무
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들은 2003년 UN총회 결의
58/199 ‘사이버안전의 글로벌 문화 창설 및 핵심정보기반시설의 보호’와 다른 관련
결의들을 고려하여, ICT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핵심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57) 이는 최종보고서 국제법 부문에서 자신의 영토 내에 위치한
ICT기반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구체적 예가 된다.58) 셋째, 국가들은 악의
적 ICT행위의 대상이 되는 핵심기반시설을 보유한 다른 국가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 요청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59) 넷째, 국가들은 또한 주권에 대한 상당한
존중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을 목표로 한 악의적 ICT활동이 자국
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경감시키도록 하는 적절한 요청에 대응해야 한
다.60) 이는 미국의 제안이 일부 수용된 것인데, 미국의 제안 중에서 사이버범죄의
조사와 전자정보의 수집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컨대, 북한이 중국에서 한국의 발
전소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을 수행하는 경우 중국은 이러한 사이
버공격을 경감하도록 요구하는 한국의 적절한 요청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54) 예컨대, 미국의 핵심기반시설의 정의에 따르면, 2014년 말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진 Sony
에 대한 해킹에서 영화스튜디오가 핵심기반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정의가 국제적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ritical
Infrastructure Sectors, <https://www.dhs.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 (검색일: 2016.2.20.)
참조.
55) 최종보고서 제13(f)항.
56) 최종보고서 제28(f)항 참조.
57) 최종보고서 제13(g)항.
58) 최종보고서 제28(a)항 참조.
59) 최종보고서 제13(h)항 제1문.
60) 최종보고서 제13(h)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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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근거하여 한국은 중국 등에 대하여 적어도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
격에 관련된 요청을 할 수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과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

7. 공급망의 완전성 보장
ICT상품의 공급망의 완전성은 핵심기반시설이 ICT에 기반하는 현실에서 경제와
안보의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ICT상품의 공급망의 완전성을 해
결하기 위하여 최종보고서 규범 부문에서 국가들은 최종이용자가 ICT상품의 안전
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급망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
도록 요구된다.61) 국가가 스스로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되지만, 여기서 무
엇이 합리적 조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될
것이다.

8. 악의적 ICT도구와 기법의 확산 방지
ICT의 안전한 이용을 해치는 다양한 악의적 ICT도구와 기법 등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 ICT도구와 기법은 위에서 언급된 ICT상품의 공급
망의 완전성을 해치게 된다. 이에 최종보고서의 규범 부문에서 국가들은 악의적
ICT도구와 기법 및 악의적으로 숨겨진 기능의 이용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구된
다.62) 무엇이 악의적 ICT도구와 기법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와 합의가 필요
하다.

9. ICT취약성의 보고
ICT의 취약성(vulnerabilities)은 피할 수 없는 사이버공간의 현상이지만, 그럼에
도 이러한 취약성을 통하여 그 성격이 국제적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위험이 상존
내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ICT의 취약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이에 최종보고서 규범 부문에서 국가들은 ICT와 ICT에 의존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61) 최종보고서 제13(i)항 제1문.
62) 최종보고서 제13(i)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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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위협을 제어하고 가능한 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ICT취약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그러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
도록 요구된다.63) 최종보고서의 규범 부문에 일반적인 정보 교류를 포함한 국가간
최선의 협력 모색이 포함되어 있지만,64)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ICT취
약성의 정보 공유가 규범 부문에 추가된 것이다.

10. 긴급대응팀의 활동
CERTs 또는 CSIRTs로 알려져 있는 국가의 긴급대응팀의 활동은 사이버사고의
대응에 기본이 된다. 따라서 ICT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이러한 긴급대응팀의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고, 긴급대응팀은 악의적 국제활동에 개입해서도 안 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 규범 부문에 긴급대응팀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첫째,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허가된 긴급대응팀의 정보시스템에 해
를 입히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알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65) 여기
서 CERTs 등 긴급대응팀에 관한 국가들의 책임 중에 제3국의 책임이 관련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한국의 긴급대응팀의 활동에 대하여 제3
국은 그 활동에 해를 입히는 것임을 알면서 지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악의적 국제활동에 개입하기 위하여 허가된 긴급대응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66) 이 규범은 미국의 제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나, ‘악의적 국제활
동’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다.

11. 개도국의 상황 고려
최종보고서 규범 부문의 내용은 국가의 ICT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요구
되는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자발적 규범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조치의 이행
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4차 UNGGE는
그러한 자발적 조치들이 개방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63)
64)
65)
66)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제13(j)항.
제13(d)항 참조.
제13(k)항 제1문.
제13(k)항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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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환경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일 수 있지만, 그 이행이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게는, 그들이 적당한 역량을 확보할 때까지는, 즉시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주시하였다.67) 이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는 제19항에서 제23항까지 ICT 안전과
능력배양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Ⅴ.

결어

제4차 UNGGE에서 총의를 통하여 20개 UN회원국들이, 국가의 ICT 이용에 적
용되어야 하는 국제법과 국가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규범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사이버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의 발전에
긍정적이다. 예컨대, UN헌장이 ‘그 전체로서’(in its entirety) 적용되고, 사실상 UN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이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로서 인정되며, 소위
사이버전에서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이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구체적
이지는 않지만 국가책임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서 이러한 국제법과 규범의 적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2016년 제5차 UNGGE가 구성된 이후에도 그 과정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즉, 사이버공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법과 규범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의 양적 및 질적 합의에서 서방국가들과 비서방국가들이 서
로 격렬하게 대립할 것이고, 총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4차 UNGGE에서 합의된 내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다툼을 예상할 수 있다. 아마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이해와
달리, 중국 등은 국제인도법의 네 가지 기본원칙이 포함되었음에도 이들이 구체적
으로 또한 확정적으로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차 UNGGE에 20개 UN회원국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 구성에서
제한적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UN이라는 보편적 국제기구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규범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북한 등으로부
터 사이버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 또한 소위 IT강국이라는 점에서 사이버공
67) 최종보고서 제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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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규범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2016년 8월에 개최되는
제5차 UNGGE를 비롯하여,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국제법과 규범의 발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고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규범 중에서, 한국의 현실에 특히 중요한 국제규범이 UNGGE를 통
하여 UN 즉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다른 국가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토가 이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제3국
의 책임은 제4차 UNGGE 보고서에서 규범 부문에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보다 구체
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비서방국가들의
격렬한 반대로 국가책임의 핵심 내용인 대응조치는 반영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대응조치도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UNGGE 내
에서도 사안에 대하여 깊은 전문성을 갖지 않은 국가들이나 관련 국제법의 발전에
소극적인 비서방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의견을 같이
하는 국가들 차원에서 주요 국제규범에 대한 합동 연구를 통하여 선도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선도적 연구는 향후 국제사이버법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한국은 소위 IT강국으로서 이러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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