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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해킹을 통하여 국가와 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회질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
회질서를 교란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식의 기본권 침해이다. 새로운 형태
의 기본권 침해행위의 주체는 해킹을 감행하는 자연인, 단체는 물론 필요에 의
하여 국가가 행하기도 한다.
해킹의 상대방 역시 자연인은 물론 각종 단체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각종 행
정조직과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해킹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
권과 법익의 내용은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 등은 물론 재산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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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생명ㆍ신체의 안전,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국제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다. 현재 정보보호 대응의 문제점은 사후대응 중심이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과 ‘안전’의 개념 및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각 행정부처별 상황대처
에 어려움이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는 ‘안전국
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전과 물리적 안전을 연계할 수 있는 입법상의
조치가 필요하며 사이버안전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국가’의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안전보장의 두 가지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은 개인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 대상
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정
보보호에 대하여 그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서
명제도 즉 공인인증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2015년는 글로벌 전자인증 기술 표준인 FIDO(Fast IDentity Online) 인증기
술과 공인인증서 연계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인
인증서 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연내에 카드사, 온라인쇼핑몰 등 유
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본 기술을 적용 한 시범서비스를 적용한다. 또한, 모든 사
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의 사물인터넷 기기 간의 안전한 인증을 위 해 다양
한 인터페이스와 매체 이용 가능한 공통인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저장
방식을 지원하는 공통인증기반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흐름
에 발맞추어 정보통신기반의 사회에서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
보다 중요할 것이다. 결국 편의성 · 속도만을 강조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현재의 입법과 정책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
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안전국가, 해킹, 개인정보보호, 국가안정보장, 정보통신기반시설

Ⅰ. 서론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해킹을 통하여 국가와 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회
질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식의 기본권 침해이다.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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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는 해킹을 감행하는 자연인, 단체는 물론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기도
한다.1)
해킹의 상대방 역시 자연인은 물론 각종 단체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각종 행정조
직과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해킹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과 법익
의 내용은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 등은 물론 재산권의 침해, 생명ㆍ신체
의 안전,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국제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늘날 국가행정 및 개인의 일상생활이 정보통신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러한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는 국가의 중요한 과
제이다.2)
현재 정보보호 대응의 문제점은 사후대응 중심이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험’과 ‘안전’의 개념 및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각 행정부처별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기본권 침해형태에 대하여, ‘안전
국가’의 역할과 보장범위를 살펴본 후 ‘위험’의 개념 변화에 따른 정보사회에서의 사
이버 ‘안전’개념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 정책을 검토한다. 그 중에서
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인의 정보보호정책 중「전
자서명법」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김인중, “사이버범죄 추적 · 수사기법과 문제점 분석”,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연구방
향’(전문가초청 워크숍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42면. 2007년 6월에 발생한 에토니아
와 러시아간의 사이버전에서는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있던 소련군 동상이 철거되자 러시아는
에토니아의 대통령궁, 정부부처, 정당,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행해져 2개
월간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었다.
2) 해킹에 대한 방어와 대비를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국가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진다.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은 국가의 책임을 사인 및
각종 단체와 분할하고 분담하여 국가의 기본권 의무와 각종 보장책임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수행
한다. 따라서 해킹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도 시장의 자율규제를 활용하기도 하고, 규제된 자기규제
를 활용하는 등의 약한 규제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강하게 규제하
는 방식을 취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해킹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구제
모두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입법과 이론 및 판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해킹에 대한
제어와 방식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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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국가와 정보사회의 법적 문제
1. 정보기술의 발달과 안전국가
가. 정보보호와 사이버 위험
우리나라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2011년 UN 공공상 세계 1위,
ICT 기반 및 활용도 평가 1위 등 국가의 기반이 되는 많은 활동들을 정보기술에 의
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제2의 공간을 생성시켰다. 사이
버 공간의 위험은 사이버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물리적 공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핵전쟁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3)
한편 국가 기반시설을 연결하고 각 정보4)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기반시설
의 광범위한 침해사고는 국가 전반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시설의 사고는 석유, 환경, 원자력, 전력,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피해5)를 야기한다.
오늘날 물리적인 피해 강도에 의한 절취보다 인터넷 해킹을 통해 자신의 통장에
돈이 인출되는 것에 더 불안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
다.6)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과 사인들 간의 정보보호는 국가가 모두 통제하는 되는 어
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피해의 주체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산정에도 어려움7)이 뒤따른다. 결국 기존 법률적
3) 김인중, 앞의 논문, 42-43면.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사이버전쟁을 걷힌 후 나토(NATO)는 에스토
니아와 동유럽 분쟁국가가 러시아로부터 다시 사이버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스토니
아와 동유럽국가에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청(ENISA) 산하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하였다. 에스토
니아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럽최초로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4) 이승훈, “Big Data와 함께 팽창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호의 딜레마”, 「LGERE 리포트」3024. 6.
7. LG경제연구원. 정보사회에서 정보(데이터)의 ‘크기’(Volume)외에도 형태의 ‘다양성’(Variety)
및 ‘속도’(Velocity)가 그 이전의 사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edydfid의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의 데이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5)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발생한 청와대 등 주요정부기관에 대한 7.7 DDos 공격을 비롯하여,
2011년 3.4 디도스 공격, 같은 해 4월 12일의 농협전산망 마비사태 등 사이버 위험사태가 발생하
여 사회적 혼란야기하였다.
6) 그 이유는 인지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대책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7) 김홍식,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저스티스」통권 제121호, 2010, 319-356면. 해커가 조직적
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으며, 해어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를 검거하기 위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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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만으로 사이버공간의 규율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법률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문제로 된
다.
나. ‘안전국가’의 법적 개념과 보장의 범위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단
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8)
국가를 유지 ·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공행정작용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하나는 국민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는 일이다.9) 이와 관련
하여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으로 각각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국가안전보장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종래 질서유지
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영역에 포함하는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
하는 것을 의미한다.10)
국가의 질서유지는 대내적인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하고 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한
작용은 ‘질서유지’에 해당하고 대외적인 불안이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작용이 ‘국
가안전보장’에 해당한다.
결국 ‘국가안전’은 외적 위험이나 침해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통용
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고, 이러한 외적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생활기반시설을 보호
하고 천재지변 등의 재해를 예방 · 극복하는 등의 내부적 안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국민들이 안락 · 평온한 상태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공
행정작용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형성이 필요하다.11)
공조도 쉽지 않다. 특히 해커는 지능적이므로 이러한 해커를 잡기 위한 사이버 수사관은 더욱 전
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커가 죄의식을 갖지 않고 단순히 재미로 벌인 일인 경우 법적 처
벌의 수위도 조정하기 어렵다.
8) 두산백과사전 available at http://100.naver.com/100.nhn?docid=830869.
9) 김민호 “차세대전자정부의공법적과제”, ｢토지공법연구｣, 제48집, pp.184~185.
10) 헌재 1990. 4. 2. 89헌가113 ;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11) 김현경, “정보사회에 있어서 ‘안전국가’법규의 정립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2권 제3호, 한국IT서비스학회, 2013, 156면. 사이버 공간이 등장하면서 외부적 위협과 내부적
안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된 문제 예를 들어 내부의 폭력적 시위나 폭동이 외부적 세력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를 외부적 위협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적 위협으로 보아야

30

한국공공안전학회지 창립호 제1권 제1호(2017)

즉 안전국가를 ‘모든 국민들이 안락 · 평온한 상태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안전국가’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적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고, 그 어떤 국가정책보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다.

2. 위험의 개념변화
가. ‘위험’개념의 이론적 변화
정보보호는 전자행정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 국가행정의 문제이기는 하지
만, Maurer가 지적하듯이 전자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정보보호는 특별히 논란이 되므
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자정보처리시설을 통하여 무한정한 개인의 정보들
이 저장되고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제3자에 의한 해킹을 확실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12)
우리가 법률상 사용하는 ‘위험’이라고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한 독
일의 구별유형들로 Gefahr(Danger)로서의 위험과 Risiko(Risk)로서의 위험이 그것이
다. 추상적인 위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든 유형을 잔존위험(Restrisiko)라고
한다.13)14)
결국 정보사회에서 ‘위험’의 개념은 해킹은 피해를 당하는 시기에 인지하기가 어
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해킹
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 사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잔존위험성
(Restrisiko)이 존재하면서, Risiko(Risk)로서의 위험에서 Gefahr(Danger)로서의 위험
하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공격 및 위협이나 위험유발은 공격자 또는
위험유발자에 따라 외부적 침략인지 아니면 내부적 질서교란인지를 구분하려고 한다면 못할 바
도 아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는 내부 · 외부에 대한 물리적 경계
는 더욱 희박하다. 국민생활환경기반시설이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 세
력에 의한 해킹 등으로 이러한 기반시설이 파괴된다면, 이는 ‘질서유지’차원이 아니라 ‘국가안전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12)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 Verlag C.H.Beck, 2011, S. pp.483-484 Rn. 20.
13) 성봉근,(2015). 보장국가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 전자정부를 통한 보장국가의 관점에서 본 위
험-, 법과 정책연구, 15(3):1043
14) 성봉근, 앞의 논문, p. 1050. 잔여 위험성을 부정하게 되면 2분법으로 분류하게 되고, 긍정하게
되면 3분법으로 분류하게 된다.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논리와 실익은 주관설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와 행정권 발동의 남용 등 법치주의의 가치들과 잘 조화할 수 있으면서, 객관설에 비
하여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는 장점이 있다. 해킹은 전통적 위험과 구별되는 현대형 위험
에 속하게 되는데,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개연성의 판단시기를 이른바 “Je-desto-Regel”에 따라 다
르게 적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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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한 Risiko(Risk)로서의 위험15)에
서 출발하여 Gefahr(Danger)로서의 위험을 거쳐, Störung(Accident)으로서의 장해로
도달하는 것이 순식간인 특징이 있다. 또한 정보보호의 침해는 손해가 발생하여
Störung(Accident)으로서의 장해가 존재16)하는 경우에도 2차 위험이 잠복하거나 동시
에 공존할 수 있다.17)
즉 오늘날 정보사회에서의 ‘위험’개념은 위험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이에
침해행위 가 임박한 ‘위험’과 침해로 인한 ‘위험’이 결국 정보보호의 침해를 통한 사
건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형 위험
으로 볼 수 있다.
나. 현대형 위험에 대한 법률정비의 필요성
오늘날 ‘안전’이란 국가의 공행정작용이 강조된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보장에 관하여 법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현대형 위험들을 체크하고 현장에서의 민간업체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며 구
제할 수 있는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가야만 한다.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입법을 하는 것은 미국의 초창기 전자정부나 독일의 기본법 개정 이전의 전
자정부처럼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전(보장)국가18)에 부합하는 입법
및 개정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법률의 내용을 정비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들과 협의와 토의 등 거버넌스 입법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입법이
나 정부입법의 실질적 내용이 상당부분 비전문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19)
또한 ICT를 활용한 행정개입수단들20)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해 나가야 한다. 최근에 현대형 위험에 대하여 임시방편적이고 비전문적으로 개별법

15)
16)
17)
18)
19)

Scherzberg/Lepsius, Zum Risik im Recht, VVDStRL 63, S. pp.214-264.
Gusy, Polizei- und Ordnungsrecht, 7. Auflage., Mohr Siebeck, 2009, S. 51-54 Rn. pp.101-108.
서정범ㆍ박병욱, 『쿠겔만의 독일경찰법』제1판, 「세창출판사」, 2015, p.135.
板垣 勝彦, 『保障行政の法理論』, 弘文堂 2013年11月15日, 3頁 以下.
서보국, ‘독일 전자정부법 제정의 현황과 전망’, 「2010년도 세계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0, 7면. 입법기술적으로 현대형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보장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
하여 전자정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될 시행착오들을 고려하여 이른바 실험규정
(Experimentierklausel)의 입법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험규정을 둠으로써 위 법률을 실험
적으로 시행하는 기간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과 위 목적을 위하여 설사 충돌되는 반
대 규정들이 있더라도 반대규정들의 적용을 중지시키고 면제시킬 수 있다.
20) 樓井美橞子ㆍ國領二郞,『自治体ICT ネットワーキング』ー3。11後 災害對應ㆍ情報發信ㆍ敎育
ㆍ地域活性化 慶應義塾大學出版會株式會社 2012年 30日 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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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IT 전문가들과 행정학자 및 법학자들과 공무원들, 민간
전문가들 및 사용자(User)인 일반국민들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입법을 해 나가는 거
버넌스 입법 형태와 체계가 필요하다.21)

3. 사이버안전과 정보보호의 법률체계 및 조직
헌법 제10조상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진다. 따라서 국가는 해킹
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된 정부의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유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된 다
른 사인을 통한 기본권 침해의 유형으로 통상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해킹은 주로
해커라는 제3의 해킹 세력이 추가되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
질서를 침해한다. 해킹은 그밖에도 일부 나라에서 보듯이,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상을 검열22)하는 경우도 있다.23)
‘안전국가’의 개념에 기초하여 관련법령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기준에 따
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사이버 안전과 관
련한 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국가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전자정부법」,「정
보통신기반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에 기
초하여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안전국가 관련된 조직적 기
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NETAN), 대검찰청의 첨단범죄
수사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등과 민간기관의 해킹 사고를 대비하
21) 전자정부(E-Gov)의 도입은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행정의 신속성과 정보기반사회의 안전확보
라는 양쪽 측면을 모두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정부(E-Gov)에서는 법령의 신축성과 탄력
성 및 민첩성이 더욱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보나 환경 등 현대형 위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피해를 더욱 확산시키게 된다.
22) 정부기관의 사이버테러 조사행위 및 개인정부 불법취득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
은 범죄예방 목적으로 2009년부터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을 구축ㅎ ‘key word' 목록에 포함
된 단어가 적힌 게시물을 일정 시간마다 상시적으로 자동검색ㅎ 저장하면서 해당 수집정보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자 등의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23)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의 경우 FBI의 테러 부서가 2001년 9월 11을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
지 본 법률에 따라 일반법원이 아닌 비밀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통신회사나 인터넷서비스
제공기업, 은행 등에 비밀서신을 보내 이용자 정보의 요청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헌법에 어
긋나지는 않는다고 하급심은 판단을 하고 있다. 즉 국가안보를 위한 조사라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각 법원이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본 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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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조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침해사고대응반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24)

4. 사이버 안전 대응의 문제점
가. 대응중심의 법체계
현행 사이버 안전관리 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침해에 대한 대응중심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들은 위험성 및 취약성의 관리를 통한 재난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위기관리당국이 포기하는 결과를 추출하고 있으며, 재난중심의 위기관리
의 1차적인 책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특히 대응중심의 법률체계는 실제 대응현장에서 일차적인 위기관리 책
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난대응책임기관의 역할의 모호성과 결부되어 위기관리
입법의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한다.
나. 물리적 안전과 사이버 안전 법제의 연계미흡
현행 안전관리 법제는 물리적 안전과 사이버 안전 법제의 연계가 미흡하다. ‘안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외적 공격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국방, 전기 · 수
도 · 가스 · 철도 · 도로 등 국민생활기반의 시설보호, 폭풍 · 호우 · 대설 · 홍수 ·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 폭발 · 방사성물질의 방출 등과 같은 인위적 사
고에 대한 방재활동이 포함된다.
오늘날 가장 큰 위협은 국민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생활기반을
파괴시키거나, 방송 · 통신 · 금융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전산망을 교란 · 마비시키
거나, 첨단문기체계를 교란시켜 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등의 사이버침해는 종래
의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의 분류방식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법령의 체계는 물리적 안전과 사이버 안전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각각 개별로 규정되어 있다. 양자가 연계점 없이 각각 개별
법률의 목적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이버 침해가 물리적 재난과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위기현상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안전보호의 이익형량 문제
오늘날 정보가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생성된 기록들은 훼손되지
24) 정준현,(2011),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국가정보연구」, 4(2), p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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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반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지구 어디에서나 접근가능하고 유포된다. 그 때문에 인
터넷을 통한 통신의 비밀에 대한 보장의 중요성은 정보사회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보호 그중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구체화로 통신비밀의 보장은 국가안보 및
공익과 관련된 공공기관25)의 통신감청 및 자료조사 · 취득의 문제와 충돌한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개인의 정보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
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는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전형적인 충돌문
제26)로 국가안보일지라도 과잉은 금지되기에 위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는 권력이 사생활27)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불법감청28)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방지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29) 여기에 있어 공익을 목
적으로 한 경우나 내용이 공익일 경우 즉, 불법감청을 통해 생성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내용이 공익성을 갖춘 경우 위법성조각 논란이 된다.

5. 소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종래의 분류방식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정책을 수행하던
부처나 기관이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각각 대응하다 보니 사각지대의 발생은 물론,
날로 심각해져가는 사이버위협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관
부처의 극대화된 역량을 통합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 대응능력을 키우고 상황별 대
25) 공공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행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특
별한 상황과 함께하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법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불법사찰로 비화될 수도 있다.
26) 미국 정부의 통화기록 수집과 인터넷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통한 정보수집
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보통신회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통
신업체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개인의 통신자료 등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27) 헌재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헌법재
판소는 인터넷을 서로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써 ‘통신’의 속성으로 당사자의 동의,
비공ㄱ, 당사자의 특정성을 언급하면서 ‘비공개를 전제라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매체’로 보
고 있다.
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통신제한조
치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허가의 대
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
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
녹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법감청 녹음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29)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정보사회에서 사이버안전 강화에 관한 연구 - 인터넷상 정보보호와 해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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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방안을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는 ‘안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안전과 물리적 안전을 연계할 수 있는 입법상의 조치가 필요하며 사
이버안전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국가’의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안전보장의 두 가지 가치실현
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은 개인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 대상을 한정하
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하
여 그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도 법률과 비례원칙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Ⅲ.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과 법적 문제
1.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과 필요성
정부와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인프라 및 서비스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긴밀
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행정, 방송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의 정보시스템 사이버
침해행위가 다른분야의 시스템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30)
30)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기발시설의 피해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기

발생국

피해내용

비고

2003.1

미국

- 미국 오하이오 주 Davie-Besse 원자력발전소의 사설 컴퓨터 네트워크
에 슬래머웜(Slam Warm)침투
- 안전감시시스템 5시간 동안 정지

원자력

2003.1

한국

2003.8

미국

2007.3

미국

2009.8

러시아

2011.2

미국

2014.1

미국

2014.1

일본

-

ISP의 DNS 등이 슬래머웜에 감염
통신시설 이용중단
동부지역의 철도신호시스템이 소박-F웜에 감염
교통운행중단
DHS 주관 미국발전소 제어시스템 모의해킹
발전기 가동 사이클을 변경하여 발전기 파괴
수력발전댐의 터빈제어시스템 장애
발전기 터빈 폭발, 75명 사망
나이트 드래곤 악성코드 정유 및 에너지 기업에 침투
사회공학, 스피어피싱, 원격공격 등 다양한 기술로 기업제무데이터유출
일리노이 주 상수도 시설 시스템 침투
펌프 작동 시스템파괴
후쿠아현 몬주(もんじゅ)GR 발전소 내 관리자PC바이러스 감염
교육훈련보고서, 조직변경의 홍보 메일 등 사내데이터유출

통신
교통
전력
수자원
에너지
수자원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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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기반시설을 연결하고 각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는 국가기능 전반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이
유로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가 사회·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되
어 정부는 2001년「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였다.31) 이 법을 근거로 국가적으
로 중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은 주요 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취약점
분석·평가32), 보호대책 및 보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자적 침해사고를 예방33)하고
침해사고의 대응34) 및 복구35)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5.

한국

- 원자력냉각시스템 설계도면 등 내부 중요 문서를 유출
-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

원자력

3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의 장에서 제8조(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9조(취약점의 분석 · 평가)를 시행한다.
3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
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
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
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
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
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4조(복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
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
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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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전자정부 서비스(정부3.0),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P), 인터넷 뱅킹 등 정보
화 진전에 따른 국가 주요 사회기반 시설의 인터넷 연결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
넷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킹·바이러스·스팸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국가의 중요한 정보 들이 손쉽게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6)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대한 해킹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
부는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2001년 제정된「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에
착수하여 2007년 12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완료하였다. 먼저「정보통신기
반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에 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 위원장
의 직위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조정하였다.37)
또한 기존에는 소관부처에서 위원회에 특정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요청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주요 정보통
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발굴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기반시설로 지정
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38)
그리고 보호대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가정보
원장이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호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기관 및 지원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기술적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관리기
36) 최근 발생한 스턱스넷(Stuxnet) · 듀큐(Duqu) 등의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은 제어시설 등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7)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비롯한 전자
적 침해행위의 수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8)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
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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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였다.39)40)
이에 따라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간사기능이 행정자치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정 권고·이행 점검 등에 대한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다.41)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42)과 관련하여 각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기시설 중에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 5가지 기준43)에
의하여 전자적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44)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호대책 및 보호계획의 수립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
법」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연도 보호계획을 수

39) 2007년 개정을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대 상이 국가·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이 운
영·관리하는 정 보통신기반시설로 확대되었으며, 사이버 침해행위 발생 시 국가안보, 국민의 기
본생활 및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 융·방송통신·
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 등이 포함되게 되었다.
40)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 법률에 따라, 각 행 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존
12개 중앙행정 기관에서 17개로 확대하였다. 해당관계중앙행정기관은 ① 미래창조과학부, ②
보건복지부, ③ 교육부, ④ 기획재정부, ⑤ 고용노동부, ⑥ 경찰청, ⑦ 금융위원회, ⑧ 국회사무
처, ⑨ 헌법재판소, ⑩ 행정자치부, ⑪ 국토교통부, ⑫ 산업부, ⑬ 해양수산부, ⑭ 외교부, ⑮ 해
양경찰청, ⑯ 소방방재청, ⑰ 중앙선관위 등이 있다.
4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협의 확인).
42) 2001년부터 - 2015년 현재까지의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1년 7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의 시행 이후 주요 정 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1차 2001년 4개 부처 23개를 시작으로,
2002년 5개 부처 66개 시설, 2004년 (구)정보통신부 22소관 7개 시설,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소관 1개 시설, 2006년 (구)정보 통신부 소관 5개 시설, 2007년 3개 부처 10개 시설, 2008년
2개 부처 11개 시설, 2009년 4개 부처 21개 시설, 2010년 4개 부처 28개 시설, 2011년에는 6개
부처 33개 시설, 2012년 3개 부처 23개 시설, 2013년 10개 부처, 83개 시설, 2014년 7개 부처
62개 시설이 신규 지정되었다. 2015년 7월 현재 17개 관계중앙행정기관 209개 관리기관 354개
기반시설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4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
적 중요성, ②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③ 다른 정보통신
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④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⑤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복구의 용이성
4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대상은 국가·공공 기관뿐 아니라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포함하며 사이버침해 행위 발생 시 국가안보, 국민의 기본생활 및 경제안정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방송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
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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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시행하여야 한다45). 보호계획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 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제
출한 보호대책을 종합·조정 하여 작성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보
호계획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호
계획은 심의 과정을 통해 종합·조정하는데 여기서는 사전에 공지된 보호계획 수립방
향 및 주요 고려사항의 준수여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타부처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보호계획은 관리 기 관에서 제출된 보호대책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부터 보호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운영된다.46)47)
4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
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
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
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과 보호계획은 기본적으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
호하기 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측면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대 책 및 사업을 도출한다는 측면
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 구성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보호대책 은 개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에 의해 식별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정보보호 대책과 사업으로 구성 되는 반면 보호계획의 경우 이들을 보다 상위 수준에서 통
합하거나 특정 보호대책 중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별하여 소관 관리기관에 확대 적용
하는 등 관리기관별로 제출한 보호 대책을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 재정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7) 관리기관에서는 매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한다. 2001년「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 이후, 2002년 최초로 총 17개 관리기관이 총 23
개 시설에 대하여 도에 보호대책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관리기관이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총 188개 관리기관
이 292개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제출하였으며, 2015년은 8월 31일까지 209개 관리기관이
354개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2007년도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
가정보원장 등이 관리기관에서 작성한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이 개정되어, 매년 제출된 전년도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호대책
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3년 개정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장 등이 이행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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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계획48)은 크게 전년도 계획 대비 실적을 기술하는 부분과 다음연도 계획을 기
술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보호계획 중 현황 및 실적 부분은 전년도에 계획한 침해사
고 예방·대응·복구 계획의 추진내역과 이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4.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
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기반시설 보호정책, 보호계획의 종합·조정과 추진 실적, 보호
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며, 2002년 구성된 이후 중앙
행정기관이 수립한 보호계획에 대한 검토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절
차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2011년 2월 회의를 대면으로 처음 개최
했으며 이후 각 부처의 시설보호계획의 심의·의결, 주요 제어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대책, 현대캐피탈 및 농협의 전산사고 현황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한 검토와 토론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정보보호활동을 더욱 촉구 하고 있다.49)
위원회의 주요역할은 2010년 9월 스턱스넷 바이러스의 제어시스템 감염사실 보도
에 따라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제1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추진하
였고,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장애와 현대 캐피탈 해킹을 겪으면서 국민생활과 밀접
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강화방
안」을 수립, 제14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 원회에 보고·추진하였다. 제12-13차 위원
회 보고(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14차 정보통신기반보 호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주요 제어시설의 운영 및 보호 현황을 전면 실태 조사하여 정
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하였고, 아울러 제어시설 연구포럼 개설, 테스트 베드구축 을
48) 일반적으로 보호계획에 포함된 사업 계획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에서도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대책의 사업추진실적을 통합하여 정리하게 된다. 다
음 연도에 추진할 정보보호 관련 사업 역시 보호대책에 기술된 관리기관별 사업계획을 검토하
여 전체적으로 확대할 사업을 도출하거나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
는 사업을 발굴한다.
49) 그러나 스턱스넷, 웜바이러스 확산, DDoS 공격, 금융권의 해킹 등 사이버테러 사고가 연이어 발
생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안보차원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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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구축 완료하여, 제어시설의 보안산업 및 연구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
라를 제공하고 있다.50)

5. 현행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법적 문제
가. 사후대응 중심의 보호정책 및 법률 상호간 연계부족
현행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의 연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대응과 수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기존과 유사한 형
태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에 대한
기본 보호정책은 구상이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행위 등은 특정 시설이나 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시설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실시간 감시체계를 중심으로 한 각 법률 간의 연계를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사후대응 중심의 정책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TF등의 구성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의
완비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구성의 문제점
현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행정조직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존재하고 해당 위원회는 정보통신기반보호와 관련된 보호정책, 보호계획의 종합·조정
과 추진 실적,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해당 기구의 법적 성격은 심의 · 의결기구로 해당 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은 우리나
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가장 핵심역할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의 경우 정부부처 공무원 중심의 구성으로 인하여 그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정보통신기반보호의 경우 국방, 환경, 재정 등과 같은 국가행정 전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는 내용임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차관 급으로 구성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 및 위험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존립과 관련된 문
50) 2013년에는 3.20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제18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제4차 민간분야 정
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침해로부터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중요시 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2013
년 209개 → 2017년 400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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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장관급 내지 국무총리의 주제아래 위
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분야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기본권 침해의 이익형량 문제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및 조정문제는 정보의 공공
성을 전제로 이해하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경우 헌
법상 기본권제한의 기본원칙인 법률에 의한 제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지켜져야 하고, 사전에 개인정보침해 예상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을 통한 사전적 권리구제와 내재적 제약 내지 사회적 제약의
수준을 넘을 경우 완전한 손해 및 손실 보상을 통한 사후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한과 이익형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그 기본권
이나 공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점이라 할 것이다.

Ⅳ.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과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의 정책현황
가. 정보보호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99%의 가구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국민의 84%가 인터넷을 이
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98%에 이른다51). 이러한 인
터넷인프라의 발전과 함께 보안위협 사고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해왔으며, 사고 발
생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다. 오늘날 개인의 일상 생활속에
서 모든 법적 수단이 개인정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우리 행정부는 주요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 범정부적 차
원의 대응정책을 발표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사고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또는 관련부처 중심의 보안대책을

51) KISA,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정보사회에서 사이버안전 강화에 관한 연구 - 인터넷상 정보보호와 해킹을 중심으로

43

수립해오면서 침해사고 발생시 부처 간 대응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점
진적으로 정비되어 왔다.52)
나. 정보보안 종합대책 수립의 주요내용
먼저 2000-2015년 현재까지 주요 정보보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3년 발표된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구축 기본 계획’(2003년)은 2003년 1월 25
일 전 세계적으로 발생 한 DDoS공격을 계기로 수립되었다.53)
이를 계기로 국정원을 중심으로 2003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가 정보 기반
시설에 대한 안보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 국가 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국방부,
(구)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3년 대책의 후속조치로 인터넷역기능 방지를 위한 기관 설립 및 법령공표 등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2004년 초 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와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설립되었고, 2005년「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141호)」을 발령, 각종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정
보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 규정이 공표되었다.54)
2009년 7월 7-9일까지 발생한 대규모 DDoS공격으로 청와대 등 주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홈페이지 등 국내외 36개 기관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계기 로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2009년 9월 11일)이 수립 되었다.55)
2011년은 3월과 4월에 연이어 대규모 DDoS 공격과 농협해킹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민·관·군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한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
랜’56)(2011년 8월 2일)이 수립되었다. 대규모 DDoS 공격과 농협 해킹으로 국내 40개
52) 정부차원에서 발표했던 주요 정보 보안 대책을 개괄하여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
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을 해보고자 한다. 이후 최근 발표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중심으
로 중장기적 국가정보보호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3) 이 공격으로 우리나라는 1월 25~27일까지 3일간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마비되었고 막대한 사
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54) 수행 체계 측면에서도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국가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으로 통해 사
이버 안전정책 총괄 을 구체화하고, 법령, 정책수행체계 등에서 후속 조치를 수행하였다.
55) 정부 부처 간 역할조정을 통해 대외 언론창구의 일원화(방송통신위원회), 민간 분야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강 화를 위한 KISC 상황실 개선(모니터링 화면 및 공간 2배 증설), 영세·중소기업 대
상 DDoS 방어 사이버대피소 구축, 좀비PC 치료를 위해 전용백신을 사용한 사이버치료체계 구
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평시 정부기관 간 사이버위기 관리 역할이 조정되고
민간의 보안수준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국정원(사이버위기대응 총괄), 방송통신위
원회(좀비PC제거, 홍보 및 계도), 국방부(사이버 부대 신규편성) 등 기관 간 관리 역할 분담, 민
간기업 정보보호를 위 해 사이버 보안관 양성 및 자동차·조선 등 산업별 협회 에 정보공유 분석
센터(ISAC) 설립, 민간 보안수준 향상 을 위한 민방위 훈련 시 사이버보안교육을 확대 등이 실
시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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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주요사이트 악성코드 감염, 농협 내부 전산망 파괴로 일정 기간 동안 농협
업무가 마비되었는데 이는 전국가적 보안위협체계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촉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13년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2013년 7월 4일)이 발
표되었다. 2013년 3월 20 일 국내 주요 언론사와 금융권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
되어 약 4만 8,800대의 PC·서버 등이 파괴되고, 정상복구까지 최대 10일 소요되는 사
건이 일어났다. 이후 연이어 6월 25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언론사, 정부기관 홈페이
지 변조, 통합전산센터 DDoS 공격 등이 발생하게 되어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
었다.57)
2014년 1월 KB, 롯데, NH 카드 3사 개인정보 8,700 만 건 유출 및 3월 KT사 해킹
으로 1,170건의 개인정보 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범부처적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2014년 7월 31일) 하게 되었다.58)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대응체계
우리 정부는 주요한 국가적 보안사고의 발생 시 적극 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국가
56)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비 및 부처간 역할이 정립되었다. 즉, 사이버위협 정
보공유·공 조 등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가 사이버안전센터 내 민· 관·군 참여 ‘국가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 구축 및 가동 (2011년 12월 1일), 국정원(평시·위기 시 총괄), 방송통 신위원회(방
송·통신 등), 구 행정안전부(전자정부대민 서비스, 통합전산센터, 지자체 등) 등 유관부처 역할
정 립 등이 보다 강화되었다. 마스터플랜에서는 기존의 단일 부처 중심의 대응체계 에서 민·관·
군 합동대응체계 정립, 핵심시설 및 기밀 보호 강화, 범국가적 사이버공격 탐지 및 차단, 국제공
조를 통한 억지력 확보 등 국가적 사이버안전 기반 조성 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57) 이에 범정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동 대책에서는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실무총 괄 국정원, 부처 별 소관 담당을 규정한 국가 대응체계 확립, 민·관·군 합동대응 및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골
자로 하고 있다. 청와대(국가안보실)를 컨트롤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원, 국방부를 민·관·
군 3개 분야별 대응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C-TAS) 구축·운 영, 사이버안전 훈련 센터 개소 등의 후속조치들이
실행되었다.
58) 동 대책은 핵심구제 선진화(① 권리구제 및 책임성 강 화 ② 주민등록번호 관리제도 개선), 유출
된 개인정보 대응(①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② 체계적인 불법정보 단속·적발 ③ 유출정
보 활용한 금융사기 방지), 유출예방·방지 및 사이버안전(① 현장중심 관리체계정비 ② 유출예
방·방지를 위한 투자촉진 ③ 사이버안전 및 기술기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014년 11월) 발의 등 일반법과 개별법 간 법률적 정합성 촉진 및 법정손해 배상
제도, 개인정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014년 연말에 발생한 한수원 사
태를 계기로 2015년 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이 수립되었다.
2015년 4월에 발표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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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안위협 대응체계를 정비하였다. 나아가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탄력적으로 보
안하여 왔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
은 정부의 노력보다 한발 앞서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의 확장은 정보통신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을 보장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보안위협에 대 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위험은 기존의 위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격의 기법이 매우 지능화되
고 보다 은밀화 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여 점차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전 양상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59)60)

3. 정보보호체계의 문제점
가. 인식 및 재정
우리나라는 정보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이 저조하고, 관련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기술(R&D) 등 기초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기업(정보통신기반시설)
은 법(기반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주 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규 문제
점을 찾고 취약점 보완에는 미온적인 실정이다. 더불어 약 97% 기업이 정보보호 예
산을 IT 예산의 5% 미만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와 보안 대응능
력 또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가치인식 역시 정보보호 산업 성장을 더디게 하고 있다. 즉,
낮은 인식 → 정보보호 서 비스 저평가 → 정보보호업체 수익악화 → 우수인력 기
피 → 기술·제품 경쟁력 저하 → 신규정보보호 시장 준비미흡 → 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보보안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정보보안 업체(256개, 2014 년) 중 상장사는 18개사에 불

59) 2014년 12월에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고의 경우, 원전반대그룹(Who am I)에 의한 원자
력냉각시스템 설계도면 등 내부 중요 문서를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
한 심각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60)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위험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사이버 보안전략을 수립
하여 이행하고 있다. 미국·EU 등 주요국가에서 는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함께 전담 대응기관
설립, 공 동 대응훈련 실시 등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2015년 2월 발표된 ‘미국 사이버 보안
강화전략’, 2013년 2월 발표 된 ‘EU 사이버 보안전략’ 등은 전담기구의 설립, 사이버 보안원칙
과 주체별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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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며, 대부분이(약 90%) 연매출 300억 원 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영세·중소기
업으로 매우 영세한 상황이다.
나. 기술력
정보보호기술 경쟁력 역시 선진국과 기술격차 해소 가 답보 상태이며, 신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기술 및 스피어피싱,
APT 공격, 제어망 공격 등 지능화된 신종위협 대응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다. 인력 문제
정보보호 인력 부문에서도 1.25 인터넷대란, 3.4 DDoS 등 일련의 사고를 겪으며
정보보안 인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사고대응’에서 ‘개발’부 터
‘영업’까지 비즈니스 전 단계에 보안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안인력 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이로 인한 고용환경의 불안, 대학
입학, 군복무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걸림돌로 남아 있는 실
정이다.61)

4.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방안
가.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강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과 전자금융거래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
에 정부는 1999년 2월 전자 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최상위인증 기관으로 지정62)63)하고
61)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K-ICT 시큐리 티 발전전략은 우리나라 정보보
호 현실을 진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 방어, 인적 인프
라 구축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 보호 정책이다.
62) 공인인증기관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2월에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을 공인 인
증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하였다. 이후 2008년 12월까 지 총 6개 기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되었으나 국가 공인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공공분야 인증업무를 담당
하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의 공공분야 인증업무가
2008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5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효율적 운영과 중
복투자 방지를 위해 공공분야 인증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의 공공분야 인증업무가 2008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고, 현재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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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인
인증서 가입자64)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공인인증 서로 모든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 인증서 상호연동 제도를 2001년 12월에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65)
공인인증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전통적 인 신원확인 방법보다는 개인
정보 보호기능이 뛰어나고 전자상거래 시 부인방지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뱅킹(2002년 9월) 및 온라인증권(2003년 3월)에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공인인증
서의 보안성이 인정되어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공인인증서 이용 활성화를 위
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서 도입 초기에 는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 전자금융거래 분야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인터넷 주택청약, 전자민원, 연말
정산 및 소득신고, 전자조달, 병무신청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다.66)
나.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기술력 강화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사람뿐 아니라 홈디바
이스, 네트워크 카메라(CCTV), 인터넷 전화기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의 식별·인증,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위한 기기인증체계를 구축·운영 하기 위해서는 IOT기반의 시
스템을 보호할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개별식별을 위한 인증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발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기관명
한국정보인증(주)
(주)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지정일
2000. 2
2000. 2
2000. 4
2001. 11
2002. 3

주요이용분야
전자상거래
온라인증권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기관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영리기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63)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15. 6. 공인인증기관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64) 공인인증서는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3,293만 건이 발급되었다. 특히 개인에게 발급된 공인인
증서는 2,937 만건으로 이는 국내 경제활동 인구(2,721만 명)의 108%에 해당한다.
65)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15. 6
66)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2014년 5월)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지급
결제로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였으며, 2014년 10월 개
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여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함으로써 전
자 금융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공인인증서 발급과 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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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인증제도」강화
공인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벗
어나 부정사 용하거나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대여하는 경우 처벌 규 정 마련과 공인
인증서 발급 시 직접 대면에 의한 신원확인 원칙을 확립하였다.67)68)
2014년도에는 공개키암호화기술(PKI) 이외의 생체정보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기술 이
공인전자서명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2015년도에는 공인인증기관 설립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지
정기준 중 재정능력에 대한 자 본금 확보기준을 완화(자본금 80억 원에서 자본금 50
억 원)하도록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15년도에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를 재발급 받을 때는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신청인의 신
원확인 방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
용이 담겨 있다.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증시스템 장애 및
해킹 등으로 인하여 공인 인증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69)뿐만 아니라 국가 경
제·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된다. 피해를 막기 위하 여 공인인증서비스에 대한 안
전성 강화70)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67)「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에 법률 제5,792호로 제정 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서명
법」의 제정 목적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서명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후 전자서명법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
라 인증업무의 영역구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이
2005년 12월에 완료되었다.
68)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69)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년
최상위인증기 관 및 공인인증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인인
증기관에서 신속한 대응 및 복 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공인인증업무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 고 있다. 정부는 2007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기관, PKI(공개키기반구조, Public Key Infrastructure) 전문보안업체, 보안토큰 업체와
공동으로 보안토큰 기반의 공인인증서 이용기술을 표준화하고 최상위인증기관을 통해 보안토큰
구현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54종의 제품에 대해 구 현적
합성 평가·인증하였으며 다수의 전자상거래업체 에서 보안토큰 기반의 안전한 공인인증서비스
를 제공하 고 있다. 보안토큰은 전자서명이 저장장치 내부에서 생 성되며 저장된 전자서명 생성
키는 저장장치 외부로 유 출되지 않기 때문에 피싱·해킹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생성
키 포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휴대용 저장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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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가. 기술적 개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인인증제도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최상위인증기관 및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백업센터의
구 축 전략 및 형태, 위치선정, 시설 및 장비 설치 권고사항 등의 내용으로 공인인증
시스템 백업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였다. 개인의 공인인증시스템의 이용
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인 보안토큰의 이용편의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IC카드
보안토큰 규격 개정을 각 금융시설 등이 KISA 규격 개정에 맞추어 기술개선을 추진
하여야 한다.
2014년에는 보안토큰 업체별로 공급되던 구동프로그램을 단일화71)하여 하나의 구
동프로그램 설치로 다양한 보안토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72) 지속적
으로 스마트폰 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을 안전한 저장매체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USIM
등 모바일 보안토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역 및 대상 확대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오사카, 시카고, 애틀란타 등)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시범서비스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70) 공인인증서 분실 시 24시간 통합신고체계 확립 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신고센터를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행하여 2015년 6월 말 기준 총 17만 5,363건
의 공인인증서 분실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71) ‘자바 기반의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구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윈도우 외에 리
눅스, 맥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MS사의 액티브엑스 컨트롤 기술과 같이 웹브라우저에서 동적으로 실행되는
자바애플릿 기술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해 관련 기술규격을 제·개정하고 아이폰 등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위한 공용 애플리케이션을 KT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배포하였
다. 2013년 7월 부터 LG유플러스는 USIM 내에 인증서를 발급·저장하 여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
한 USIM 기반 모바일 보안토 큰 서비스(스마트 인증)를 출시하였으며, SKT·KT는 2014년 5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7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2) 인터넷 이용환경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웹 관련 기술의 발전,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출
현, PC 수준 의 모바일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의 출시로 이용자들의 IT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운영체제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외의 다양한 운영체제·웹브라우저 환경은 물론 모바일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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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를 하였고, 2014년에는 전체 42개 재외공관 (뉴욕, 상하이, 태국 등)에 대해 공
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용 시 장애
인의 웹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2009년 시각장애 인 등이 스크린리더 등
보조기술을 통해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등을 제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였으며 2010년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를 통해 표준화하고 전자거래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 교체 시 장애인 웹 접근
성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 입증책임의 전환 및 보상문제
현행 「전자서명법」제26조73)에서 공인인증관련 기관이 피해사실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경우 입증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전자서명법의 기본 취지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 보완하기 위해 공인인증 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
화함으로써 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기본
취지와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현재 「전자서명법」제26조의 경우 공인인증기
관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해당 조항에 대하여 고객이 충분히 공인인증기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설
치 및 이용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공인인증기관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본 법의 취지에 옳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는 ‘안전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사이버안전과 물리적 안전을 연계할 수 있는 입법상의 조치가 필요하며 사이버안
전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국가’의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국가안전보장의 두 가지 가치실현
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은 개인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 대상을 한정하
73) 전자서명법 제26조(배상책임)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
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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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하
여 그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즉 공인인증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14년에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여주인공의
의류를 구매하려는 국외 팬이 국내 쇼핑몰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로 인해
구매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졌다.74)75)
2015년에는 글로벌 전자인증 기술 표준인 FIDO(Fast IDentity Online) 인증기술76)
과 공인인증서 연계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인인증서
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연내에 카드사, 온라인쇼핑몰 등 유관기관과 협
력을 통해 본 기술을 적용 한 시범서비스를 적용한다.
또한,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의 사물인터넷 기기 간의 안전한 인증을
위 해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매체 이용 가능한 공통인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저장방식을 지원하는 공통인증기반 표준화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정보통신기반의 사회에서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
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결국 편의성 · 속도만을 강조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우
리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현재의 입법과 정책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
이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74) 공인인증서의 경우 HTML5, 자바스크립트 등 웹 표준 구현기술을 활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웹 표준 기반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용기술이 전
자상거래 등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설명회 등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5) 구체적으로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의 이용 없이도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
사 및 PG사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엑티브엑스는 HTML5 등의 새로운 구현기술로
대체되었으며, 대체가 어려운 보안프로 그램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설치하는 범용프로그램(exe)
방식으로 대체되어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환경을 구상하는 것이였다.
76) 2015년에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공인인증서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토큰에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을 홍보 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강화해 고객이 원하면 공인인증서의 온라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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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yber Security Enhancement in
Information Society
- Focus 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hacking on the Internet Ryu, Ji Woong*

77)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the fundamental rights of nations and individuals are
violated through hacking, and social order and national security are threatened. This
is a fundamental infringement of the form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way of
physically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and disturbing the social order. The subject of
a new form of fundamental rights violation is the state, as well as the natural person,
the organization that conducts the hacking, and the necessity.
The opponent of the hacking does not choose not only the natural person but also
variou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variou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f the state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Basic rights and legal interests that are
infringed by hacking range from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and
human dignity to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life and body safety,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and international security. Currently, the problem of
information protection countermeasures is centered on the post - countermeasures, and
the concept and scope of 'risk' and 'safety' stipulated by the law are inconsistent.
In order to realize a 'safe n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measures to link cyber safety and physical security
are needed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olicy direction and system of cyber
security. For the realization of the 'safe country', for the realization of the two values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national security, the state institution
restricts the subject of investigating and investigating the confidential data of
* Researcher, Korea Laws Refor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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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and strict leg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exercise that power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igital signature system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the certificate system,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s and demands for improvement. In 2015, we will
develop the technology of the FIDO (Fast IDentity Online) certification technology,
which is the global electronic authentication technology standard, and technology for
linking with the official certificate,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afe and
convenient use of the official certificate in the smartphone. The pilot service applying
this technology is appli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

Key words: safety nations, hacking, privacy, 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