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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쟁점
신 성 호｜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기술적 리더이자, 수혜자이며, 또한 각종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 개인의 의사표현과 정보 습득 권한 보장,
열린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개인과 민간, 국가 이익의 증진 등을 목표로 사이버범죄로부터 이들 가치
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내정책, 국제협력, 국제규범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정의하는
사이버안보 정책은 “사이버 공간과 그 내부의 운영에 대한 보안에 관계된 모든 기준과 정책, 전략
을 포괄하며, 지구적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과 안정에 관여된 컴퓨터 네트워크 운영, 정보 보안,
법 집행, 외교, 군사, 첩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위의 위협축소, 취약성 감소, 억제, 국제 교
류, 사고대응, 복원력, 복구 정책과 일체의 활동을 포괄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사
이버 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여타 안보정책과 다른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시
한다. 한편 미국은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개방, 신뢰의 기본원칙에 바탕한 국제
규범과 통치제도의 창출을 위해 지역협력과 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 형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노력은 이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와 접근을 추구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제도, 기술개발, 국제규범 설립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향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물론 국제 사이버 질서 확립에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주제어: 오바마 행정부, 사이버안보, 미국, 미중, 글로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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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3년 미국은 사이버 위협을 테러 위협보다 더 심각한 최고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명한다. 2016년 초 박빙의 미국 대선이 끝난 후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작을 통해 자국에 우호적인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정황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미국 의회도 초당파적인 별도의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선거기간 내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친밀감을 과시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자신이 가장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중앙정보국을 공개적
으로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바야흐로 사이버 공간의 활동이 초
강대국 미국의 안보와 대통령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정보통신 산업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은
정보통신기술이 오늘날 현대사회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통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문제는 정보통신기기들이 기본적으로
상호의존성이 강하고 따라서 어느 한부분의 문제가 여타 수많은 연결된 부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사이버공간을 “인터넷,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주요 연관 산업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세서와 통제장치 등
을 포함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정보와 교류가 행해지는 가상의 환경”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발전, 그리고 그 사용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미국은 그 누구보다 사이버공간의 취약성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민감하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
들은 정보통신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인
식하고 이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이버공격
의 빈도와 심각성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정보통신기술의 가장 큰 선구자이자, 수혜자이며,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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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큰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과 전략은 무
엇인가?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는 정보통신기술의 속성상 미국의 사이
버 안보 전략은 필연적으로 국제적 차원의 대응과 새로운 규범 및 통제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적 노력은 중
국을 위시한 다른 강대국들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어떻게
조화 혹은 충돌 될 것인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이 분
야의 중요성과 영향이 날로 점증하는 한국을 비롯한 여타 정보통신 선진국들
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기존의 연구들은
사이버 안보의 일반 개념이나 국제정치적 쟁점을 소개하거나(장노순 ‧ 한인택,
2013; 민병원, 2015), 미국과 상대국의 정책을 비교(장노순, 2013; 배병환 ‧
송은지, 2014), 미국 사이버 안보 정책의 전략적 측면이나 기간산업의 보안
등(김형우 ‧ 이광호, 2015; 장노순 ‧ 김소정, 2016) 제한된 분야에 초점을 맞추
어 미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 정책과 전략에 관한 포괄적 연구는 아직 수행되
지 않았다. 본 논문은 지금 미국이 당면한 사이버안보 위협이 무엇이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미국 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의 전개와 전
략, 그리고 국제적 협력 노력을 양자와 다자적 협력의 틀에서 개관, 분석코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사이버 안보전략 수립에서 가지는 문제와 정책적
함의를 알아볼 것이다.

II. 국내 정책과 제도
1. 사이버안보 위협과 정의
2008년 중동의 한 미군기지 주차장에 버려진 이동식 USB 드라이브가 이
를 무심코 사용한 부대 내 한 개인 컴퓨터를 통해 국방부의 중동사령부에 접
속하여 악성 코드를 심고 군 전체의 기밀 정보 유출 및 보안 시스템이 교란
된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발견한 미군 당국은 14개월에 걸쳐 Buck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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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kee로 명명된 대규모 작전을 통해 agent.btz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미군 역사상 최악의 사이버 공격 피해로 기록된 이 사건이후 미국 정부는 국
방부 산하에 사이버사령부를 설치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사
이버 공간에서의 위협과 공격에 대비한다(Knowlton, 2010). 사이버공격은
국가 간 정보 수집이나 무기체계에 대한 교란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종 보도에 따르면 오늘날 개인이나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산업의 정
보나 개인 정보를 훔쳐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매일 수천, 수만 건씩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미국의 산업계에 의하면 해킹에 의해 도
난당한 데이터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손실액이 1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보고
되었다(McAfee, 2009). 2013년의 경우 미국 정부에 의하면 최소 3000개의
미국 기업이 해킹을 당함과 동시에, 4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도난당한 것으
로 보도 되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사이버 범죄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손
해는 4천억 불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CSIS, 2014).
한편 2014년 10월 김정은 정권을 비꼰 영화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이 발생하여 내부의 기밀문서가 유출되고 일부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되
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것이 북한 정부기
관에 의한 공작이었음을 밝히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북한 컴퓨터에 대한 보복 공격을 취하였다(Peterson, 2014). 2015년에는
중국 정부기관으로 보이는 조직에 의해 미국 정부 인사관리청의 컴퓨터가 해
킹을 당하여 2천1백만 명이 넘는 정부업무 관련 인사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
건에 발생하였다. 그 규모와 내용에서 미국 정부사상 최악의 정보유출 사례
로 알려진 이 사건 이후 인사관리청의 책임자가 사임하고 미국정부는 이후
수개월에 걸쳐 인사관리 파일과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방안과 수위를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
졌다(Davis, 2015).
사이버안보 위협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뜨거운 문제로 부상하였다.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의 크리미아 및 우크라이나 침공, 시리아 내전을 놓
고 신냉전에 준하는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경합중인 민주당 지도
부 인사의 민감한 이메일이 해킹되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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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이 한창이던 6월에 경선을 관리하는 민주당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지도부,
힐러리 대선 캠프 측 인사 100여 명의 이메일이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것으
로 추정되는 해커집단에 의해 유출되어 공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해야
할 민주당 지도부가 힐러리 측에 유리한 경선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
다는 점을 암시하는 메일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선거가 혼선에 빠지게 되었
다. 특히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 대해 평소 친근감을 표시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공개적으로 러시아 당국에 힐러리 후보의 비리 정보를 캐낼 것을 주
문하면서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돕기 위해 각종 사이버공작
을 펼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Lichtblau and Schmitt, 2016).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이러한 공작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심각한 우려를 이미 하고 있었으며(Perez, 2016), 사건 이후 러시
아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대응을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보도 되었다(Harris and Youssef, 2016). 일부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대통
령 선거 투표과정에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투
표 방식이 각 주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부 경합주의 경우 종이 용지를 사용하
지 않고 컴퓨터 화면 터치 방식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해커가 이를 조작할
경우 실제 어떤 투표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
안보 위협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초유의 상황이 거론된 것이
다. 실제 이후 치러진 초박빙의 대선 투표에서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깨고
근소한 차로 위스콘신, 펜실바이나 등 주요 경합지역의 승리를 토대로 대통
령에 당선되자, 힐러리 후보의 대선패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러시아의 사
이버 공작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이 보는 사이버 안보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가? 미국이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주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안보란 다양한 “사
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체계와 그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이버 공격이란 “절
취, 교란, 손상, 혹은 다른 불법적 의도에 의해 정보통신기술 체계에 인가되
지 않은 개인이 접속을 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정의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

66

신성호

이버 안보의 개념은 모호하고 정확한 정의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
이버 안보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첫째, 컴퓨터와 그 네트워
크, 혹은 연관된 하드웨어와 장치 소프트웨어 및 그 장치들이 보유하거나 교
신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기타 사이버 공간의 요소들에 대한 공격, 교란,
혹은 여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일종의 행위와 기타 수단; 둘째, 앞서
언급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 수준; 셋째, 보호 활동이나
그 수준을 실행하고 개선하기 위한 광의의 노력으로 정의된다(Fischer, 2016:
1-2). 한편 사이버 안보는 종종 정보보안이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과 혼용
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이다.
한편, 미국이 규정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뉜다. 첫째,
절취나 갈취와 같은 범죄를 통해 돈을 벌려는 범법자들, 둘째, 정부나 민간단
체의 기밀정보나 정보자산을 훔치는 스파이들, 셋째, 특정국가의 전략적 목
적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능력을 배양하고 감행하는 국가소속의 전투
원들, 넷째, 비금전적인 이유로 사이버공격을 수행하는 해커 활동가들, 다섯
째, 비국가, 혹은 국가 지원의 형태로 사이버공격을 자행하는 테러분자들이
다(Fischer, 2016: 2). 이러한 사이버위협이 끼칠 수 있는 대표적 피해는 사
이버절취 혹은 사이버간첩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종종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금전적, 자산적, 혹은 개인정보가 유용되고 탈취당하는 경우이다. 서비스의
거부(Denial-of-service) 공격은 정당한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을 느리게 하거
나 방해 하는 경우이다. 산업통제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발전기나 펌프, 중앙
가속기 등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교란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실제로 대
부분의 사이버 공격은 제한적인 범위의 영향을 가지지만, 주요한 인프라의
일부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은 국가 안보나 국가 경제 전체와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올 수도 있다.

2. 사이버안보 정책 제도와 조직
미국은 2001년 9 ․ 11 테러 이후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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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신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로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정되어 2009년 “사이버 안보전략에 관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계획(CNCI: 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을 발표한다(Henning and Rollins, 2009).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
은 취임 이후 사이버안보를 중요한 정부과제로 상정하고 “사이버공간 정책
검토(Cyberspace Policy Review)”를 발표하여 단기, 중기 실행계획을 제시한
다. 이 문서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정의하는 사이버안보 정책은 “사이버 공
간과 그 내부의 운영에 대한 보안에 관계된 모든 기준과 정책, 전략을 포괄
하며, 지구적 정보통신 인프라의 보안과 안정에 관여된 컴퓨터 네트워크 운
영, 정보 보안, 법 집행, 외교, 군사, 첩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위의
위협축소, 취약성 감소, 억제, 국제 교류, 사고대응, 복원력, 복구 정책과 일
체의 활동을 포괄한다(The White House, 2009: 2).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미국이 가지는 취약성에 대비하기 위
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전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가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자
의 분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조직과 지침, 예산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정책은 각 지방 정부와 민간
분야와의 협력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부와 민
간, 중앙과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와 조직, 법령 등이 필요함을 적
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첫 사이버안보 정책 지침서인 2009년 “사이버공간 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연방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백악관이 직접 리더십 발휘할 것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사이버안보 정책관(Cybersecurity Policy
Official)”을 별도로 임명하여 국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할 것이 제시되었다. 사이버안보 정책관은 연방정
부의 사이버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검
토하여 변동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에게 국가사이버안보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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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CNCI)의 평가 자료와 앞으로의 리더십 역할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전략
을 보고한다. 또한 백악관 내의 국가안보회의(NSC)와 국가경제회의(NEC)와
동시에 소통하면서 행정부 내 부처 간 조정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각 중앙정
부 부처와 협업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조화를 유도할 것이 제시되었다(The
White House, 2009: 7-9). 두 번째로, 백악관은 사이버안보 정책관을 통해
중앙부처의 사이버안보 담당 기관들에게 통일된 정책 지침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의 각 기관에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이버안보 관련법과 정책이 시민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공
공 안전, 국가 및 경제안보 이해와 조화를 이루도록 충분한 유통성과 다양성
을 포용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의회와 긴말한 협력을 통
해 적절한 법과 정책을 수립토록 노력해야 한다(The White House, 2009:
10). 세 번째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앙 정부의 리더십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이 사이버안보의 정책을 준수하도
록 책임을 이양하여 부처별로 적절한 사이버안보 절차와 규정을 행하도록 제
도화 한다. 네 번째로, 사이버안보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각 미 연
방의 50개 주와 각 지방, 그리고 소지역 단위의 행정기관이 자체적인 사이버
안보 리더십과 역할을 개발토록 할 것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주, 지방, 소
지역의 자치정부는 각각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리더를 지정하여 Chief
Information Officers(CIOs),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CISOs),
State Homeland Security Advisors(HSAs)들 차원에서 자신들의 관할 지역
안의 핵심 기간산업 보호 등에 관한 활발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촉진토록 하
였다(The White House, 2009: 11).
또한 2009년 보고서는 디지털 국가로서의 역량 구축을 위해 디지털 안전,
윤리 및 보안에 관한 공공교육 등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대중인식제고, 사이
버안보 교육체계의 개선, 중앙 정부 내에 사이버안보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정보기술 인력양성, 민간부분 기업리더십의 새로운 주요 임무의 하나로 사이
버안보 의식 고양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사이버안보
의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부분의 긴밀
한 협력을 강조한다. 사이버안보 위협의 원천과 동기, 그리고 대상이 전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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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중앙 정부 사이버안보 담당 주요부서와 역할

보와 달리 국가부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분야의 취약성 및 상대
적 역할과 참여가 더욱 중요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민감성, 기업의 민감 정보 공유 거부 경향 등을 충분히 인
식하면서도 기업의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공유와 협조가 그 어느 분야보다 중
요함을 역설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09: 17-19).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사이버안보 정책 보고서 발표 이후 2013년 이후
주요 기반 시설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3636호(Executive Order
13636)와 대통령 정책지침 제21호(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1) 발표한
다. 행정명령 13636호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주요기반시설의 프레임워크 개
발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국토안보부에서 담당하는 정책지침 21은 주요기
반시설 안보와 각 중앙 부처 및 기관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사이버안보정책을 주관하며 동시
에 각 주정부시스템 보호를 보조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현행법에 따
르면 모든 중앙 정부조직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보호할 사이버안보정책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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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며, 이들 중 다수가 핵심 기간산업에 대한 특정분야의 책임을 가진다.
앞의 <그림 1>은 사이버안보 관련 중앙정부의 주요부서가 가지는 사이버
안보 책임과 기능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먼저, 대통령과 백악관은 중앙정부
전체의 사이버정책을 총괄하며, 이 가운데 국립기술표준연구소(NIST: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연방 정보보안 현대화
법(FISMA: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에 의거하
여 연방민간부분의 정보통신기술에 적용될 표준을 개발한다. 백악관의 예산
처(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는 전체 시행을 감독
하는 책임을 진다. 국방부의 주요 임무는 군 분야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
안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방어를 책임지며, 기밀정보를 관리하는 국가보
안청(NSA: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을 통해 국가보안체계에 관한
보호책임을 진다. 한편 국가보안청은 첩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이 수행
하는 사이버안보관련 정보수집과 정보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국토안보부
(DH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연방정부 민간 시스템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간분야의 핵심기간산업 분야를 보호하는 활동을 조정하
는 주무부서이다. 또한 동시에 국립사이버안보 통신통합센터(NCCIC: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를 통해 민간시스템
을 위한 정보공유의 역할을 담당한다. 법무부(DOJ: the Department of
Justice)는 관련법의 집행을 담당한다.
최근의 미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촉진을 위한 활동으로 첫째, 민관 사이버
안보 정보 공유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 법안(PCNA:
The Protecting Cyber Networks Act)이 2015년 4월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유분석 조직(ISAO: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Organizations)이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사이버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산업별 기관들에게 정보 제공 강화. 또한 국토
안보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통신통합센터(NCCIC)와 ISAO와의 협력 체제
를 간소화 하여 정보공유 활성화를 지원한다. 둘째, 연방정부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이-거브 사이버(E-Gov Cyber)을 설립을
위한 예산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전반에 걸친 사이버안보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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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방정부의 핵심 사이버안보 관련자간의 협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사이버안보가 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과 감독, 관리의 대상이 되
도록 하였다. 셋째,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정보국(DNI: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산하에 사이버위협 정보종합센터(CTIIC: 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를 설립하여 전체 중앙연방정부 조
직을 가로지르는 국가이익에 관한 사이버안보 위협과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각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민관 사이버안보 정
보공유를 촉진토록 유도하고 있다(Fisher, 2016: 3-4). 넷째, 2015년 12월에
는 사이버 정보공유법(CISA: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을 공
식 발효 하여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분야가 소유한 방
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연방정부 관련기관에 자발적으로 공유토록 권한을 부
여하였다. 이는 사이버공격의 소지가 있거나 의심되는 개인의 관련 정보와
활동들을 정부가 미리 요구하지 않더라도 민간 분야가 유관 정부기관에 제공
토록 함으로써 민관 정보공유를 활성화 하고 날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공격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최초 발효된
2009년 이후 4년이 넘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우려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대의견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우려하는 기업들
의 반발에 의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었다. 그러는 사이 사이버공격 기술은 더
욱 진화하여 정작 뒤늦게 통과된 법안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
한 의심이 제기되었다. 한편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개인정보를 취
급하는 민간 분야로부터는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Sanger and Perlrothoct, 2015).
그 중요성에 더불어 지난 10년간 사이버 안보관련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
였다. 아래의 <표 1>은 미국 연방정부의 IT 예산과 그 중에서 사이버안보
예산의 증가와 비중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에 따르면 2009년까지는 사이버
안보예산의 비중이 전체 통신기술 비중의 8퍼센트 남짓에 머물렀으나 오바
마 행정부의 2009년 사이버안보 보고서 이후 그 비중이 두 배 남짓 증가하
여 최근에는 16~17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비중은 최근
5년간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국방부 IT 예산에서 사이버예산이 22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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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사이버안보와 IT 예산(십억 불)
회계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이버안보

5.5

5.9

6.2

6.8

12.0

13.3

14.6

10.3

12.7

13.1

전체 IT예산

66.2

68.2

72.8

76.1

80.7

76.0

75.0

73.2

75.6

80.4

전체 IT 예산대비
사이버안보 비중
(%)

8.3

8.7

8.5

8.9

14.9

17.5

19.3

14.1

16.8

16.3

퍼센트를 차지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실제 국방부를 제외한 여타 연방정부
부서의 사이버안보 관련 예산은 전체 IT 예산의 평균 6~7퍼센트이며, 이는
민간기업의 4~9퍼센트 예산 평균과 비슷한 수치이다(Painter and Jaikaran,
2016). 한편 2017년 예산에는 전체 연방정부 IT 예산 816억 불 가운데 190
억 불이 사이버안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되어, 그 비중이 22.3퍼센트로 전년
도에 비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Fischer, 2016: 6).

3. 사이버안보와 국가안보
2013년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사이버 위협을 미국이 당면한 최고
의 안보 위협으로 정의한다. 이는 2001년 9 ․ 11 테러 이후 테러 이외의 안보
위협이 미국에 가장 위험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된 초유의 사건이었다(Boyd,
2016). 사이버안보는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성
격을 가지며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에서 새로운 도전과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특히 전통적인 안보개념에 바탕을 둔 국방 정책 분야에서 많은 과제를 제시
한다. 실제 미국 군은 전군에 15,000여 개의 네트워크, 700여만 대의 컴퓨터
기기, 9만 명의 관리인원을 보유하고 군수, 지휘통제, 정보, 작전 등 모든 분
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및 의존도가 가장 높은 조직이다. 따라서 사
이버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이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가
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사이버공간을 육, 해, 공의 전
통적 물리적 공간에 준하는 새로운 전장으로 인식하고 2009년 이전까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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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한 합동 태스크포스 형태로 유지되던 사이버 대응 조직을 대신하여 독자의
사이버 사령부(US Cyber Command)를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
산하에 신설하고 4성 장군을 사령관에 임명하여 그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Jackson, 2009).
신설된 사이버 사령부는 크게 세 가지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첫째는 사이
버공간에서의 모든 일상적 방어 체계 구축 및 지원, 관리; 둘째는 전군에 걸
친 사이버전 자원 관리로 이를 위한 단일 지휘계통 수립(대통령-장관-전략사
령관-사이버사령관-전군 각급부대)하고, 각 군의 사이버 훈련 감독관(육군 사
이버 사령부, 해군 제10함대, 제24공군, 해병대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 셋째,
대내외 협조체제구축으로 FBI, 국토안보부, 법무부의 사이버 안보관련 주요
부처와 사기업 및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대내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Defense Info. Systems Agency와 NSA에 실시간 검색 및 경보 시스템을 구
축하여 인트라넷과 인터넷의 인터페이스 관리하는 임무를 주로 맡고 있다
(Lynn, 2010). 이 세 가지의 주요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으로 먼
저 단순 해커와 정보 절도 및 첩보활동, 정부에 대한 심각한 공격의 구분에
따른 사이버 교전 수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한 예방능력 강화 방안, 민간의 주요 방위관련 분야, 특히 군수산업
에 대한 사이버 보호망 확대, 사이버전사를 훈육시키기 위한 DARPA내에
사이버 전투훈련장 설립을 통한 실전 대비, 군내 시스템의 신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공격자 우위 상쇄,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양성을 통
해 “ethical hacking”을 통한 취약점 개선 등의 과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미 국방부에 의하면 사이버위협은 재래식 군사위협과 다른 세 가지의 특
징적 도전을 제시한다. 먼저 사이버 공격은 재래식 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어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공격자가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사이버공격의 특성상 방어자가 공격자체를 인지하지 못
하는 공격의 양태 때문이다. 따라서 냉전식의 억제모델을 적용하기도 불가능
하다. 대신 끊임없는 대비책 강구 및 강화를 통해 보복이 아닌 예방에 중점
을 두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이버공격은 전통적인 전쟁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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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의 구분이 어렵고 오히려 다양한 행위자와 위협의 원천을 통해 기간산
업 등의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및 정보 유출 등 네트워크뿐만 아
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격은 그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대비함에서 유연성과 적응성
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재래식 전쟁 개념에 익숙한
군의 사이버안보 강화노력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제시한다.
미 국방부는 2015년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이버안보 대응 전략을
담은 “국방부 사이버 전략”을 발표한다. 2015 사이버안보 전략은 사이버 영
역에서 국방부의 세 가지 임무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국방부자체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정보 방어, 2)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국토와 국익을 수호, 3) 필요시 사이버 군사
작전과 비상사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사이버 역량 제공이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5: 4-5).
이를 위해 5대 전략목표가 제시되다. 첫째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수행
준비태세와 역량을 갖춘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인력 훈련, 자원 유지,
준비태세 및 장비의 첨단화를 위해 향후 5년간 군사 및 인력 충원, 훈련, 장
비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것. 둘째는 국방부 정보 네트워크
방어, 데이터 안보, 임무 위험 감소를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국방부 네트워
크 전선에서 단계별로 중요한 네트워크를 식별, 우선순위 설정, 방어를 통해
효과적 임무 수행을 가능토록 할 것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의 네트워
크와 데이터, 특히 작전운영과 비상계획 수립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이 공
격당한 경우 악화되고 교란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합동정보환경(JIE)에서 더 뛰어난 방어능력을 갖춘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등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과 혁신
을 선도하기 위한 기준을 높일 요구된다. 더불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방위
산업 거래 데이터를 보호하고 다른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이버 공격과 정
탐에 대한 대비토록 하고 있다. 셋째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
적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미국 국토와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태세 마
련이다. 그 구체적 임무로 정부, 민간,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격을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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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격퇴, 방지, 미국의 이익에 영향이 발생하기에 앞서 정교한 악의적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 경보, 작전 능력 개발, 세계 네트워크와 시스템, 적의
역량, 밀거래 시장에 대한 자세하고, 예측 가능하며, 행동 가능한 정보 수집
이 요구된다. 넷째, 분쟁 격화를 통제하고 모든 단계에서 분쟁 환경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가용한 사이버 작전의 수립과 관리이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
격의 긴장 고조 혹은 분명한 적대행위 발생 시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사이버 작전을 통한 적군의 지휘통제 네트
워크 및 군사 역량을 교란토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군의 긴밀한 공조 하에
연계되어 실제 전장에서의 작전과 동조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
수립을 통해 행동의 통일성을 부여할 것과 사이버 가상 적군을 활용한 훈련
으로 실제 적에 대한 폭넓은 작전 수행 역량 육성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공통의 위협 저지, 국제 안보 및 안정 증진을 위한 건실한 동맹과 동
반자 관계의 수립과 유지이다. 국방부 사이버 전략 목표의 하나가 동맹국과
의 긴밀한 협조인데 사이버 역량에 대한 높은 수요와 상대적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드시 미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분야에 대해서는 공조역량 강화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중동, 아태 지역 및 나토 동맹국 지
역에서 공조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제 환경을 평
가하고 새로운 과제 및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 제시된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5: 13-15).

4. 향후 주요과제와 전망
현재 미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이버 안보 과제는 사이버공격에 기
인한 재앙적 상황이나 간첩피해 방지, 치명적인 사이버공격의 충격 축소, 주
요 적용 대상 분야 내 혹은 분야 간 공조 향상, 중앙정부부처의 역할과 책임
소재 명료화, 사이버범죄 격퇴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면과제와 더불어 설
계(design), 보상(incentives), 공감대(consensus), 환경(environment)의 네
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DICE 와 관련된 장기적 도전에 대한 대비 또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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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먼저 전문가들에 의하면 효과적인 사이버보안은 정보통신기술의 설계
단계부터 하나의 기본 구성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은 보안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상품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
어져 왔다. 더욱이 설사 보안을 설계단계에서 부터 구상하고 싶어도 미래에
필요한 보안의 수요를 미리 알기도 어렵다. 두 번째, 사이버안보를 진작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의 구조자체가 왜곡되거나 역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비용도 적고, 수익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안전
한 반면 사이버보안은 비싸고, 본질상 불완전하며, 투자의 보상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사이버안보, 혹은 보안문제에 관해 각각의 이익상관
자마다 그 의미나, 시행방법, 위험에 대해 다르게 해석되거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분야나 기관들 사이뿐 아니라 같은 조
직 내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안보에 관한 전통적 접근이 엄청난 연결망을 가
진 사이버공간의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우면서도 그 대안에 대해서도 여
전히 증명된 것이 없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은 그 크기와 내용
에 있어서 인간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공간이다. 소셜 미디어, 모
바일 컴퓨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사물 등의 새로이 등장하는
내용과 응용기술 들은 진화하는 위험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규모의 경제와 같은 경우
는 사이버안보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사이버안보 정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이상의 도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비해 나가려는 접근이 필요하다(Fischer,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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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이버안보와 국제협력
1. 국제전략: 목표와 원칙, 행동강령
국제협력은 다양한 국내 정책과 더불어 미국 사이버안보 전략의 다른 중
요한 축을 이룬다. 무한대로 열리고 연결된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국내와 국
외의 구분이 어렵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009년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
제 사이버안보 정책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확립하고 국제 파트너십 관련 역
량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면
서도 어려운 이유는 먼저 사이버범죄나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 범죄의 수사 및 기소, 데이터 보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미국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사이버 범죄나 위협에 대한
관할권 허용 기준, 국가의 책임, 무력 사용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상호 협력
하며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국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 제시되었다. 이
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공통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같이 현존하는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 포럼에서의 중복되는 역할을 조정하며 포괄적 국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The White House,
2009).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사이버공간의 국제전략(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제사이버안보 정책을 위한 미국
의 역할을 확립하고 국제파트너십 관련 역랑 강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국
제협력의 기본 원칙과 전략을 제시한다(The White House, 2011). 미국이
제시하는 기본원칙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미국이 추구하는 근본적 자유
(fundamental freedom)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진작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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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이버 공간의 활동을 진작하면서도 동시에 아동 포르노나 테러 활동 등
이를 악용하는 것에는 관용하지 않는다. 둘째, 사생활의 존중으로 개인에 대
한 정보 노출을 지양하며 개인의 권리를 법률에 의거 일관성 있게 보호한다.
셋째,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진작하기 위해 자유
무역과 보다 폭넓은 정보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각종 국제 사이버안보 조
치와 기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The White House, 2011: 6).
국제사이버안보 협력을 통해 미국은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열린, 상호 호
환이 가능하고, 안전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추구하여 국제
무역과 통상을 지원하며, 국제 안보를 강화시키고,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촉
진시키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사이
버공간의 규범(norms)이 국가의 정책을 제시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사이
버 공간의 법규를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시한다. 여기서 미국이 의미
하는 사이버 규범이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국가들 간의 공통된
합의가 사이버공간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며 국제 행동의 기반을 마련으로 것
으로 이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에 의거한다. 첫째,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에서의 근본적 표현의 자유 지향, 둘째, 지재권이나 특허, 저작권 같은 재산
권 존중, 셋째, 인터넷을 사용함에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넷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의 보호, 다섯째, 유엔 헌장에 보장된 자위권의 원칙에 의거한 사이버 공격으
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킬 자위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구체적
행동 강경으로 1) 인터넷 접근에 대한 상호 보장, 2) 국제적으로 연결된 인
터넷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 3) 개인의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불간섭을 통한
네트워크 안정성 보장, 4) 정부를 넘어선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의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필요성 인식, 5) 각자 자국의 정보 인프라와 국가적 정보 시스템
을 공격이나 피해로부터 보호할 사이버공간의 기본책무 수행을 제시한다
(The White House, 2011: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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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협력
앞에서 제시된 목표와 원칙,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
과의 국제사이버안보 협력외교를 벌이고 있다. 먼전 미일 협력외교로 미국은
일본과 2013년 5월 동경에서 처음으로 각 정부부처의 사이버안보관련 담당
자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문제 관련 대화”를 개최하고, 협력 강화 확인 공동
성명 발표한다(US Department of State, 2013a). 이는 양국의 사이버 문제
에 대한 최초 회의로 사이버 공격 등에 관한 정보 교환 강화 및 중요한 인프
라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듬해인 2014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
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이버 안보 부문에서 공조를 강화한다. 2015년 5월에
는 세 번째 “사이버 문제 관련 대화”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게 이른바 전통적
인 “핵우산”에 대응하는 개념의 “사이버 우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군 기지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동의 한다(The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15). 이는 아직 일천한 일본의 사이버안보 방위 인력에 대한 미국
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 가운데 사이버
안보군은 90명에 불과. 반면 미국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Kelly,
2015).
미국은 영국과도 사이버안보를 위한 영미 협력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은 영국과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와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 업무
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5년 1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
한 협력 논의를 통해 양국 정상은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
방어의 연계 강화, 사이버 보안 분야의 학술 연구 및 인재 육성에 관한 협력
을 약속하고 주요 인프라 대상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 교환 실시 및 공
동 대응 훈련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The White House, 2015). 이어
서 2015년 11월에 양국은 합동 사이버 훈련을 실시하였다. 리질리언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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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Operation Resilient Shield)으로 명명된 합동 훈련은 미국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와 영국 CERT가 공동으로 주관하
여 영국의 영란은행과 미국의 상대은행에 대한 가상의 사이버공격 모의 훈련
을 통해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약점을 찾아내
는 데에 집중하였다(Wallace, 2015). 2015년 8월에는 인도와의 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을 펼치기로 하였다.
한국과의 협력외교의 경우 2013년 9월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국군은 2015년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주관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토의식 연습을 통해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에 대한 사이버 공
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공동 대응 절차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2015년
10월 한미 국방 사이버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
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관
련 정보를 공유키로 하였다(이영재, 2015). 한편 미국 국부무는 한국의 미래
창조부와 2013년부터 2016년 3차에 걸쳐 한미 ICT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한
국 측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기술개
발, 글로벌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강화, 사이버보안 정책 공조를 위해 노력하
키로 합의 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6).

3. 미중 협력과 과제
미중 간의 양자협력과 논의는 양국의 사이버안보뿐 아니라 양국관계 전반,
나아가 국제사이버 안보 공조노력과 거버넌스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미중
의 사이버 안보 대화는 먼저 양국이 서로를 가장 위험한 사이버위협의 대상
으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 정부와 언론은 중
국 해커들의 공격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협을 초래
하고 있다는 소위 ‘중국해커 위협론’을 펼치기 시작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중국의 해커들이 중국 정부와 군의 지원받아서 미국의 물리적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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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식정보 자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특히 2010년대에
이후 중국의 해커 공격에 대한 미국 측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과 중국 간의 사이버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한다.
사이버 안보는 오바마 행정부 취임직후부터 2009년 이후 양국 간에 진행
된 전략경제대화의 의제 중의 하나로서 다루어졌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 · 중 사이버 보안 실무그룹의 협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 밑에서는 미 · 중 사이버 갈등은 계속 진행되었다. 대
표적으로 미국의 정부, 국제기구, 기업, 연구소 등 72개 기관에 침투한
“Shady RAT” 공격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해킹 사례로 대량의 자료 복제 및
유출이 이루어졌다(Gross, 2011). 그 결과 미국 정부의 2011년 국가 방첩 보
고서(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Report)는 중국을 “가장 적극
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침투 세력으로 지목하게 된다(Office of National
Counter Intelligence Executive, 2011: 5). 이후 2013년 2월 미국의 컴퓨터
보안회사인 맨디언트는 76쪽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간헐적으로 탐지
된 중국군의 사이버 테러와 공격의 실태를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보고한다.
이들 공격이 정보통신 · 항공우주 · 행정 · 위성 · 통신 · 과학연구·컨설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지적재산권과 연구개발의 내용을 훔치는 데 주안점을 두
었다는 점이 보도된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머스 도닐런(Thomas
Donilon)은 중국에 해킹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른다(The White House,
2013). 맨디언트는 201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폭로되
었다. 보고서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기술과 정보에 대한 중국
의 해킹이 심각하다고 밝힌다. 2014년 5월 미국 법무부는 급기야 이와 관련
하여 그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군 61398 부대 장교 5명에 대한
정식 기소를 단행하여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정점에 달하는 사건이 벌어
진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미국과의 정부대화를 중단하는 동시에 중
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는 조치를 취한
다(Schmidt, 2014).
한편 중국은 오히려 자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더 취약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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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 미국해커에 의한 복제 소프트웨어가 만연한 가운데 매년 미국으로
부터 34,000건으로 추산되는 사이버 공격 시도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
의 비대칭적 우위로 세계 전체 인터넷 운영에 필요한 13개의 루트 서버 중
10개가 미국에 소재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관리하는 ICANN은 미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기
술 및 자산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비대칭적, 구조적 우위에 있으며, 이를 근거
로 개인과 국가의 사이버공격이나 해킹 능력이 중국에 비해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 의심한다(Lieberthal and Singer, 2012: 4-5).
양국 간의 사이버공격과 위협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
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어떤 국가의 정부도 무역 비밀을 포함한 지적 재산
권 등에 대한 사이버 절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사이버 안보와 관
련해 양국이 사이버 범죄 및 관련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고위급 공동대화
메커니즘을 설치키로 한다. 또한 사이버 해킹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키로 합의 한다(Bejtlich, 2015). 이어서 2015년 12월에는 정상간 합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궈성쿤 중국 공안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제이 존
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사이버 안보와 해킹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 이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미중간의 최초의 실무 장관급 회동으로 미국 측은 중국에
미국 기업에 대한 해킹 방지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회담에서 양국은 정부 주도로 사이버 공격을
통해 기업 기밀을 훔치거나 해킹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중국 공안부 ·
국가안전부 · 사법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 사법부 등 관련 부처 수장이 향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보다 논의를 진작 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미중 ‘사이버 안보 대책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며 2015년 일련의 사이버 공
격 사건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의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Risen,
2015).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과 기관 등에 대한 중국군의 사이
버 공격이 2015년 5월 이래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미국 당국자들에
의하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대기업의 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군 장교
5명을 사법당국이 작년 5월 기소한 후 중국군의 해킹 공격이 크게 줄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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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여전히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미국 기업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흔적을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발 해킹
행위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고 있음이 지적된다(Nakashima, 2016).
미중 간의 사이버안보 협력은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익명성과 다양한 행위
자, 공격자 우위 특성, 양국 간 점증하는 전략경쟁과 관련한 정보요구증가 등
이 가지는 요소에 의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양국 정부가 사이버안보
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양국 간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미국이 추구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개인의 정보활동과 의사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은 공산당 독재에 대한 반정부 선동, 정부의 통제 약화, 외부의 불순 사상
과 문화의 유입 등 현 체제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중 간 사이버안보 분야의 대화노력과 협력은 향후 미중의 사이버 문
제 뿐 아니라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와 국제 사이버안보의 협력을 위해서는
중요한 함의를 가지며, 따라서 향후 협력을 위한 다음의 고려사항이 제시된
다.
첫째, 양국은 다른 분야와 달리 사이버공간 기술적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
는 협력의 어려움을 상호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안공간에서의 정보의
자유에 관해 양국의 정치체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도 솔직히 인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기술적, 개념적 차이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여전히 양국이 공유하는 사이버안보 문제, 즉 정치적 함의가 없는 사이버범
죄나 사이버테러 활동에 대한 공조를 확대해 추구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환경이나 기후분야, 금융, 비확산 등 여타 분야에서 양국이 이룩한 다양한 협
력 모델의 적용을 논의할 수 있으며, 넷째, 지구적 차원의 인터넷의 순조로운
기능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규범에 대한 합의와 명문화 노력, 애매한 책임소
재 식별에 대처하려는 노력, 양국이 서로 중대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나 “적색선”에 대한 상호 인식 노력 등을 시도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협의 채널
을 구축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Lieberthal and Singer, 20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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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미국은 당면한 사이버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외교를 벌임
과 동시에 자신이 추구하는 사이버공간의 가치와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통치제도의 창출을 위한 지역협력과 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 형
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기존의 동맹
국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전략을 추구한다. 첫째,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표현
의 자유, 개방, 신뢰 등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정부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
견이 수렴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제법이 인터넷 및
사이버 공간에도 규범 원칙을 설정함에서 그 출발은 기존의 국제법을 토대로
하며, 따라서 유엔헌장 등이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의 모태가 되
어야 한다. 넷째, 상호간 사이버 공간상의 위협 요소 감축 및 신뢰 증진을 위
한 사이버 공간에 적용 가능한 신뢰구축조치(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이행이 필요하다(김소정, 2013).

1. 지역협력외교
미국의 국제 전략은 지역차원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안보기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냉전시기 동서
간의 신뢰구축을 통해 유럽의 공동안보와 협력을 추구한 OSCE의 경험을 살
려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요소 감축과 신뢰구축에 활용하려 한다. 2012년 4
월 이래 미국은 비공식 워킹 그룹(Informal Working Group)을 설립하고 자
신들이 의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유럽회원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가 간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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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사이버 분야의 신뢰구축방안에 관하여 논의를 해오고 있다(OSCE,
2014). 2013년 12월에는 첫 번째 조치로 회원국 간에 사이버안보 분야의 신
뢰구축을 위한 기본 11개 원칙에 합의안을 내기도 하였다(OSCE, 2013). 한
편 군축과 사이버 안보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군축
개념을 사이버 안보분야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핵무기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서는 억지력 확보 및 신뢰구축조치 향상으
로 인한 예측성 강화가 결정적인 요소였으나 인터넷과 사이버 분야의 특성상
억지력 확보와 예측성 강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한편, 미국은 유럽의 나토(NATO) 동맹국들과 함께 나토 내에 사이버안
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위협에 전통 군사동맹
인 나토가 함께 대응해 나갈 전략과 방안을 수립코자 노력한다. 2008년
NATO 동맹국을 주축으로 이를 처음 제안한 에스토니아의 탈린에 나토 사
이버방위협력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CCDCOE)를 설립하고 사이버방위에 관한 회원국들 간의 정보교환, 공동연
구,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왔다. 특히 2009년부터 탈린메뉴얼과정
(Tallinn Manuel Process)을 시작하여 3년여에 걸쳐 20명의 국제법 학자들
이 참여한 사이버전쟁에 관한 기존 국제법에 기준한 일종의 사이버전쟁에 관
한 국제법 지침서를 발간한다. 미국 해군대학의 국제법 교수인 마이클 슈미
트가 편집 책임을 맡은 이 지침서는 302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을 통해 주권
개념, 국가책임, 전쟁의 시작에 관한 국제법(jus ad bellum), 국제인권법, 중
립에 관한 법 등의 핵심적인 전쟁과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이미 수립된 전통
국제협약이나 관습법이 어떻게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논의한다(NATO CCDCOE, 2013). 이 지침서에 의하면 사이
버공간에서도 전통의 교전수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특
정 국가나 개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기존 전
쟁의 교전 수칙이나 전쟁법에 의거 취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아시아지역의 사이버
안보 분야의 다자적 지역협력을 위해 미국이 노력을 기울이는 기구이다. 동
남아의 아세안회원국 10국가와 한중일,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의 2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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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다자안보협의체인 ARF는 2012년 사이버안보진작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이 후 지역의 각종 사이버 안보 현안에 관한 논의가
주로 벌어지는 곳이다. 아세안을 위주로 한 회원국 장관들은 2013년에 사이
버안보관련 정보공유와 능력배양에 관하여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러한 ARF에 대해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사이버위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능력배
양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가짜 도용자를 대응하는 세미나
를 개최하고 아세안 국가들 간의 사이버신뢰구축을 위한 사이버 워크숍, 아
세안 사이버범죄 대응능력강화방안, 첨단범죄수사와 디지털 유전분석 프로그
램 워크숍 등을 조직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사이버안보 다자협력 증진에 적
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3b).

2. 글로벌 거버넌스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안보에 관한 지구적 차원의 국제규범과 제도를 만들
려는 시도는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다. 미국은 당연히 새로이 형성될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사이버안보 관련
규범, 원칙, 가치를 실현코자 한다.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공간의 국
제규범과 거버넌스에 대해 모두가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위
협과 공격 행위를 규제할 국제규범과 원칙 설립을 놓고 미국과 영국으로 대
표되는 서방측과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비 서방측은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인다. 미국이 추구하는 국경을 초월한 정보 접근과 소통의 자유, 개인의 사
생활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은 사이
버 공간에서도 국가주권은 인정되며 필요시 정보 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중국 및 러시아 등이 자신들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등에서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을 미국과 서방측이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인

미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쟁점

87

터넷 체계를 구성하고 주도해 온 서방측의 의도대로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체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사이버 공간의 신뢰구축조치 수립이나
이행보다는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국제정보보안 행동수
칙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김소정, 2013).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조약은 미국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국제
협약의 하나이다. 2001년에 시작하여 인터넷을 사용한 사이버범죄 행위에 대
한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을 통한 대응을 추구하는 이 조약은 2016년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5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날로 심각성과 위험성이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각 국이 사이버범죄에 관한 공통의 규정과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증거수집, 범죄인 인도 등에서 공조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협약이 각국이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을 만들고 현 법률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은 여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가입하고
있지 않다(Council of Europe, 2016).
한편 UN를 중심한 국제사이버 규범 형성 노력이 러시아에 의해 시도된
사례도 있다. 1998년 러시아는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라는 결
의안을 UN에 제출하고 이를 총회에서 채택한 후, 유엔의 군축 및 국제안보
위원회에서 사이버 안보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처음부터 동조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소극적으로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협력에 대응해왔다. 이후 동 위원회는 국제안보 차원에서의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제안보 맥락에서의 IT 분야 개발에 관
한 UN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회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열린
사이버안보 관련 정부전문가그룹(GGEs) 회의를 통해 유엔은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 간에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 규범 확립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5년 7월에 열린 회의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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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등 20개국이 합의한 내용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할 규범,
규칙, 원칙에 대한 기본 원칙과 신뢰구축방안, 사이버안보 능력배양에 대한
지지이다. 이들이 합의한 원칙을 살펴보면 각 국가는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함
에서 국제법과 국가주권,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을 준수할 것이며, 동시에 각국이 정보통신기술 사용함에서 기본 인권과 근
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가는 가짜 프락시
를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자신들의 영토가 비국가행위자
들의 그러한 행위에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UN Office
of Disarmament Affairs, 2016). 한편, 유엔은 2006년부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Internet Governance Forum)을 개최하여 인터넷 안보는 물론 지
속가능성, 성장, 개발과 안정성 등 인터넷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 정
부는 물론 이해 당사들이 모여 인터넷 관련 국제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정책
적 대화를 나누는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V. 결론: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국내 및 국제 사이버안보 전략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공간 및 사이버안보가 가지는 기술적 특수
성으로 인한 정부차원 대응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다. 사이버 공간은 그 익
명성으로 인해 다양한 공격의 목적과 행위자 그리고 공격 목표를 가진다. 가
장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나 공격의 목적과 행위자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단순한 정보의 탈취나 과시성 해킹도 빈번하게 벌어지며,
이것은 종종 국가에 의한 사이버 공간의 간첩활동이나 사이버 공격과 구분이
어렵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과 정부의 구분이 어렵고, 공격
속도에 비해 훨씬 더딘 의사결정과정, 소수의 해커조직이나 한 개인의 일사
불란하고 민첩한 공격에 대해 분산되고 파편화 되어 있는 정부 조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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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둘째,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의 특수성은 공격보다 이에 대응하는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이버공격의 경우는 재래식 공격과 반대로 공격자우위
의 성향을 가지며, 이는 방어대책 마련과 억제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재래
식 전쟁에서는 방어가 보통 공격자에 비해 3배의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
진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공격자 식별의 어려움, 은밀성, 속도의 우위,
기술진화의 빠른 전개 등에 의해 공격자가 유리하다. 이는 실제로 공격과 방
어 우위 이론에 의하면 선제공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
셋째, 전통 안보개념 적용의 어려움이다. 전투원과 민간의 구분이 어려움,
공격의 출처 식별의 어려움, 현실세계의 국경과 전장구분에 비해 그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공간의 특수성, 금전적 목적과 국가안보 위협 구분의
모호성, 민간 핵심 기간 시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한 공격과
피해의 비대칭성 등은 재래식 전쟁이나 안보개념에 의한 사이버안보 접근법
의 한계를 극대화한다.
넷째, 따라서 사이버안보 정책은 국방부나 특정 안보관련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유관 정부 부처 간의 통합적 소통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민, 관, 군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그 시행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사이버안보상의 민간의 협조를 위한 조치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기업의 이윤추구나 소비자 보호 책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부와 민
간, 시민사회 간에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섯째, 사이버안보는 국경을 초월하는 개방성과 연결성으로 인해 국내정
책 못지않게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과 조직, 능력에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제공조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더욱이 미중의 경우와 같이 사이버안보
의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에 대한 대조적 접근법은 이들 간 사이버안보 협력
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위한 공동규범의
창출이나 국제 거버넌스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여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국, 일본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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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제도,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의 정보 접근의 자유, 개인
의 의사표현의 자유 및 지적 재산권 등의 보호를 추구하는 미국은 유엔 등에
확립된 전통적 국제규범과 원칙을 토대로 사이버공간에서 이를 구현할 지역
협력 및 국제 거버넌스 창출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공간의 가장 큰 기술적 리더이자, 수혜자이며, 또한 각종 사
이버 공격의 가장 큰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
개인의 의사표현과 정보 습득 권한 보장, 열린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개인과
민간, 국가 이익의 증진 등을 목표로 사이버범죄로 부터 이들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내정책, 국제협력, 국제규범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
력은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여타 안보정책과
다른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국제적 규범 확립을 위한 노력은
이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와 접근을 추구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
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제도, 기술개발, 국
제규범 설립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향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물론 국제사이버 질서 확립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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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biggest leader and beneficiary of cyber space. Yet,
it has been also the biggest target of cyber attack. The US government has worked
hard to promote free exchange and free access of information,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 of free expression and acquiring information and open cyber space.
For this, the US government pursues various polici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na. Especially,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comprehensive policy review and published two major reports on cyber security
policy: “Cyberspace policy Review: Assuring a Trusted and Resili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009)” and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Prosperity, Security and Openness in a Networked World (2011).” This
paper discusses the US efforts to deal with cyber security issues, challenges, and its
implications in ever more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cyber space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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