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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의 주요 시설 및 서비스가 점차 정

보통신망으로 연계되고, 사이버 공간 상의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

상호의존도는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

해가 국가 전반으로 파급되어 대규모의 피해, 나아가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관련 업무가 소관 부처별로 한

정된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사이버 테러의 예방

은 물론, 사이버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사이버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이 늦어

지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법

률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법률의 내용이 효과적인 사이버 안전 관

리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나, 이러한 내

용의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동 법안이 사이버 안전 관리 체계를 총괄할 기관을 국가정보원

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의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이 폐기되게 된 것도 주로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

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지난 입법 실패 사례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쟁점 법안이 제정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였다.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은 여당과 야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선택

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게임’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이론적

분석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요소가 입법 교착을 초래하는

지 추론할 수 있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다.

첫째, 국민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가 커지는 경우 법

안 반대에 따른 페널티는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인위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우므

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식이 크게 변하

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정치권이 스스로 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고 보다 정책 지향적으로

바뀐다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

니라 보좌진은 물론, 소속정당의 지도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법안을 대통령의 임기 초반보다는 후반, 주요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와 같이 법안 통과에 유리

한 시기에 발의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사이버

테러의 예방이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주요 취지이므로 이러한 방안은

법률 제정의 적시성을 해칠 수 있다.

넷째, 법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발의한다면 동 법

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쉬워진다.

현실적으로 국가정보원 외에 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할 전문성 및 노하

우를 가진 부처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전 관

리 업무를 총괄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일

부 조문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입법 과정의 환경으로 작용하는 정치 구조·문화 등 거시적 요인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정당의 기속으로부

터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양심에 따라 전체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한 교차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회 내의 건전한 정치적 게

임의 규칙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어 : 입법 과정, 사이버 안전, 사이버 테러, 게임 이론, 법안 심사

학번 : 2010 – 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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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최근 북한 및 중국, 그 외의 나라로부터 사이버 위협 발생 빈도가 증

가하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의 정보전부대를 핵무기와 함께 자신의 배짱

이라고 역설한 바 있으며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3차 세계

대전은 사이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는 등 사이버 안전은 국

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民·官·警·軍

이 각자의 체계를 가지고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구심점으로서의

컨트롤 타워가 일사불란한 대응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지 모르나, 그 법

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각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권력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게 된다는 측면

에서 여·야 간 대립과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법안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민간, 특히

금융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감시 등이 무소불위의 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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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회귀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구)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15개 관

계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한 국가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에 의해 정립되어

있는 민 관 군 합동대응체계의 중심적 역할은 이미 국가정보원이 수행하

고 있다. 다만, 법 제정은 관련 법령의 정비가 미진함에 따라 집행력이

미약하고 대국민 효력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

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거래

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도 무제한으로 보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존립 하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우려는

결정적인 반대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

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 위협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직

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의 사이버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모적인

대립을 극복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응체계 작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법·제도적 문제들은

입안자의 합리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인해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하고 있는 탓도 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단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므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선진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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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이버 안전 관련

법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학계나 관련 부처에서 적지 않은 검토가 있었

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입법 추진의 움직임도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8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국

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원인을 관련 집단의 행태와 상호작용을 고려하

여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

근은 입법 활동의 합리성 측면과 그 결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과 그

과정을 분석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다른 의사결정의 영역에도 적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제정될 법의 형태와 내용도 중요한 연구 문제이다. 폐기된 「국

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새로 제정될 법

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 과정적 접

근과의 결합을 통해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성공적인 제정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법률 제정의 합리성과 정치성,

과정과 결과의 보완 및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4 -

제 2절 연구의 방법

1. 연구 문제

사이버 테러, 사이버 위협 행위, 사이버 공격 등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

만 관련된 법·제도 체계의 검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을 검토한 후 현

재 사이버 위기의 심각성과 국가 안보의 위협 가능성, 현행 우리나라와

해외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거

쳐 사이버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이 긴요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사

이버위기관리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위주로 검토한 후 새로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나아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입법 실패 사례를 통해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이의 중심으로서 쟁점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자 한다. 어떠한 법률안이 법 원칙과 체계에 맞도

록 성안(成案)되어 필요한 내용을 잘 담고 있더라도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 등 정치적인 논리로 입법이 좌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국회의 의사 결정 행태에 대한 검토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만 분석

한다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 당위적인 차원의 주

장에 불과하게 될 뿐, 현실적인 논의가 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상호에

대하여 견제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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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 및 전략적 행동들을 일종의 게임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이러한 정치적 게임 상황 속에서 여야의 전략적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간의 입법 교착 상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법률안 제정 방안, 쟁점 법안이 상임위원

회를 통과하기 위한 미시적 요인에 더하여 이러한 입법 과정의 환경으로

작용하는 정치구조·문화 등 거시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궁극적

으로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과 같이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정

치적인 이유로 제정되기 어려운 법안이 적시에 합리적으로 제정되기 위

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방법

1) 법률의 필요성, 취지 및 내용 관련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필요성,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문헌자료

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구)행정안전부, (구)지식경

제부 등이 매년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인터넷진

흥원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이 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각종 연

구·통계자료, 지난 제18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지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내용과 현행 관련 법령들을 참

고하여 국내외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와 법령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 준거로

서는 헌법상의 각종 원칙과 일반적 법원칙은 물론, 민간과 공공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대응체계의 효율성 등을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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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입법 과정의 정치성과 상임위 통과 방안 관련

특정 법안이 상임위원회 내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실제로 제정되기 위

한 미시적 요인은 게임이론의 틀을 사용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게임이론은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미치는 상호의존적,

전략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게임은 경기자(player), 전략(strategy), 보수(payoff)라는 요소로 구성되

어져 있다. 경기자는 게임의 주체로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당과

야당으로 볼 수 있으며, 전략이란 경기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행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안에 찬성하는지 여부로 가정하고, 보수는 각

경기자들이 선택한 전략 하에서 이들에게 돌아갈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유권자의 지지, 정책의 관철여부 등을 고려한 주관적인 이득 및

손해로 볼 수 있다. 특히 보수는 특정한 상수로 설정하지 않고 대수학적

으로 접근하여 변수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 행동과 게임의 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정 변수가 어

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야가 동일하게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시민사회의 비판도

대칭적인 간단한 경우를 가정하면 동시 게임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정태적 게임의 해는 일반적인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을 찾

는 방식을 취한다. 즉 여·야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

신에게 최적인 전략(best response)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

는 최적 전략의 집합, 또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쪽도 자신의 전략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전략의 집합을 찾는다.

보다 현실적으로, 여야의 목표가 상이하고 시민의 비판도 비대칭적인 경

우를 가정하면 여당은 국정원 권한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을 것이므로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야당이 이에 찬성할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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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순차 게임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동태적인 모

형으로서 역시 내쉬 균형을 구하되, 역진 귀납(backward induction)의 방식

으로 접근한다. 즉 여당이 먼저 포기·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야당이 저지·

동조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여당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야당이 저

지할지 동조할지를 예상하여 이를 토대로 최선의 전략을 취할 것이므로 순

차게임의 마지막 마디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다.

두 모형 모두에서 게임의 해는 유일하지 않다. 게임의 보수(payoff)가

각각 상수가 아닌 변수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구성하는

각 변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게임의 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

떠한 결과(해)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은 각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로 설

명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등 특정한 결과(해)가 도

출되기 위해서는 각 변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도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모형에 여러 가지로 변형을 가하거나 가정을 달리하여 다양한

분석을 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안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발의되

는지 임기 말기에 발의되는지, 여당이 야당에 비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

지, 여당이 먼저 발의하는지 야당이 먼저 발의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

인 분석도 진행한다.

3) 법률 통과의 거시적 여건 관련

입법 과정의 정치성 논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입법 교착과 지연

사태의 거시적인 측면의 원인은 정치적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균

형적인 의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 원내 정당 간 불신의 정치문화, 정당지

도부와 일반의원 간의 구조적인 문제 등 거시적 측면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및 문헌,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 결론에서

간략하게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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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검토

제 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입법 과정의 정치성에 관한 이론

입법 과정은 한 나라의 기본 정책이 법 규정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는 점에서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의민주

주의 정치 체계 하에서 입법 과정은 실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과정의 기능은 비단 법률의 형성과 정책 심의·결정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향후 권력 획득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

을 조성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를 정치 투쟁의 과

정으로 볼 수 있다.1) 이러한 정치 과정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

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이나 집단들도 특정한 입법을 통하여 자신

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1) 임종훈(2012)은 민의수렴기능, 갈등해결과 통합화 기능,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으로,

박수철(2011)은 법률 형성기능과 정책심의·결정 기능, 참여기능, 커뮤니케이션과 민의수

렴기능, 사회갈등관리와 사회통합화의 기능,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 등으로 나누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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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 과정은 사실상 입법 과정의 각 단계에 모두 적용될 수 있

으나 이미 법률안이 제출되어 회부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안의 상정 여부

를 포함한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해당 위원회에 소속 정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는 상임위원회 심

사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본

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법률안에 대해 여야가 상이한 입장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정

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 과정으로서의 기능은 정치인의 표 극대화(vote maximization)

추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대부분의 법률안은 장·단점, 좋은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 과정을 거치면

서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도 하다. 과거 국회가 정부 발의 법안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찬성하여 소

위 ‘거수기’, ‘통법부’ 등 비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의회의 영향력 성장

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쟁(政爭)으로 인해 민생 법안이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법안의 처리가 늦어진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입법 과정에 투입된 인적·물적 비용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의안자동상정제, 안건신속처리제(일명 fast track제도)가 도

입됨으로써 입법 교착과 지연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안자동상정제는 국회법 제59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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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의안을 제59조에서 정한 상정 시기2)가 경과한 후 30일이 경

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아 입법 지

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자동상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장

이 간사와 합의하여야 하는데, 입법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입법을 추

진하는 쪽에게는 자동으로 상정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러한 합의가 쉽

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의 경우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다음단계

로 회부되거나 부의되도록 한 제도이다.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

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지정요구 동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또는 소관위

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구성된 제13대 국회 이후로 그 어느 정당도 전체 의석의 5

분의 3을 획득한 적이 없으며,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도 다수당인 새누리

당이 차지한 의석은 154석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에는 미치

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

서는 원내정당간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3) 위원회의

위원 배정도 원내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

가지로 초당적인 협력이 없이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기 어렵

2)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

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3)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법」개정안 중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의 입법영향

분석’, 현안보고서 182호, 201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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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여야 정당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5분

의 3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정당의 원내정당화가 촉진되고 정당의 내부 기율이 강화되는

등 정당이 입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안자동

상정제를 통해 쟁점 법안의 상정은 가능하겠지만,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정당의 대립이 심한 안건 및 상황에서 무의미하므로 상정 이후의

입법 교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에서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불균형적인 의

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 원내정당간 불신의 정치문화, 정당 지도부와 일

반 의원 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이와 같은 거시적

인 측면의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4). 미시적인 측면도 간과

할 수 없다.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 이해관계자의 태도 및 분

포,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입법 전략,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 발의 시기

등 미시적인 측면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2. 사이버 테러 등의 대응에 관한 이론

사이버 테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정보통신 시

스템에 침입하여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에서 시작하여 현실 세계의 물리적

인 피해로 발전하는 사이버 공격5)을 의미한다.

4) 상게보고서, p.33.

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은 사이버 공격을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

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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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행위 내지 테러는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

여 발생할 수 있고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사이버 공간상의 개인과 사회

및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는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 행위의 가

능성 및 피해는 커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이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절차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사이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업무가 소관

부처별로 이루어져 각 부처의 업무 범위는 정보 자산과 기반 시설에 대

한 침해 사고 대응 및 복구에 한정되고 있어 예방 및 준비에도 소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기 발생 시에 국가안전보장 및 인적·물적 피

해가 가중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

고 가장 활발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미국

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기존의 책임과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을 지양하고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여 국토안보부(DHS)의 창설로 대표되는 보다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6)이다. 또한 국방 부문이 평시에 민․관 부문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어 유사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유지

하고 있다.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사이버테러대응체계’는

관련 조직과 기능의 정비를 통하여 대응 기구 및 관련 기관 사이에 정보

를 공유하며 이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종합․분석․판단하여 신

속한 복구 및 효율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6) 김도승,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 미국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초점 제21권17호, 2009,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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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는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 부족

함이 있다고 보인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기구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예산 확보 등

관련 정책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7)

오늘날의 사이버 위협은 각종 매체간의 융합을 통해 다양하게 진화·발

전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전자정부화가 진행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여파는 국가 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도 급속하게 전

파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 및 국가는 상

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체계 역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국가 사이버 안전과 관

련하여 통합법적 성격을 지닌 개별 법률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즉, 책임과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

을 방지하고 부처별 소관의 경계를 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사전·사

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뒷받침할 법체계를 마

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법적

지위 확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예․경보 체계 관련 법 정비 등

이 필요하며, 사이버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컨트롤타워

(control tower)의 구축 및 구체적 절차 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8)

한편 사이버 안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감

시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프라이버시도 국가안전보장이 담보된

상태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권리도 무제한적

으로 보장해야 할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이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

7) 강석구 외, 사이버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p.111.

8) 상게보고서,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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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원

칙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위기의 발생을 개인,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미시적 차

원에서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자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촉진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 입법 과정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

어 왔으나, 입법권 중 행정부와 공유되고 있는 법안 제출 건수를 비교하

거나 가결율을 비교하는 양적인 접근 방법이 비교적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 과정으로서의 입법 과정을 전제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입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는 접근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박재용(2011)은 지방 의회에서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인해 단체장 당

적과 지방 의회 지배 정당 간의 일체형과 대립형 구조가 나타나게 된 상

황적 인식 하에서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입법 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신청하여 수

집된 자료를 빈도 분석(analysis of frequency)과 분산 분석(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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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을 시도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

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변웅전 외(2012)의 경우 제17대, 제18대 국회의 노인 복지 정책 관련

활동을 입법 과정인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 가결된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중 노인 복지 정책 관련 법안의 비율이 현

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법안에 대한 제정 및 정비가 필

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정도(2009)는 여야 대립 양식의 의회-행정부 관계가 지배적인 상황

에서 정당 간 이념적 성향의 차이에 따라 법률안 통과가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며 이념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비정당 양식이 기대되는 영역도 있

다고 보고, 각 영역에서 의회의 권한 부여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념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이념 성향 조사 자료를 통해 도출된 이념 평

균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김현기(2001)는 예산에 관한 논의이긴 하지만, 예산의 증액에 대한 문

제에 초점을 맞춰 심의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예산 심의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태론적으로 예산심의 참여자의 행동 준칙과 상호 작용을 고찰하고 동

태적으로는 행위자 개인적 특성과 제도적·조직적 특성을 영향 요인으로

보아 설문지 조사와 교차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고 있다.

최준영(2006)은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

하여 사건 계수 분석 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적용하고 있다. 발

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제도적, 지역적 동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17대 국회 전반기의 발의 건수를 사용하였

다. 그 결과 주로 개인적 동인과 제도적 동인에 의해 의원 발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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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2006)의 경우 기존의 양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 의원의 법안

발의의 미시적 동인을 밝히기 위하여 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

발의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다음 선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작다

는 의원들의 인식에 기인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한정훈(2009)의 경우 의회 내 다수파와 소수파를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들 사이의 대립 및 협력을 비협조게임 모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위

자들의 선호에 대한 가정을 통해 정책추구적인 행위동기를 지닐수록 협

력이 힘들고, 재선추구적 행위 동기를 지닐수록 협상의 성공이 우세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파행적 운영상을 해

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입법 행위와 선거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

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사이버 테러 등의 대응에 관한 연구

사이버 테러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시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문헌 조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 이상으로 사이버 테

러의 수법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방어·대응 수단은 그 속도를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9) 이러한 빠른 변화 탓에 사이버 테러 대응의 ‘최선’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며 더구나 아직 사이버 테러의

개념조차 귀일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탐색적(exploratory)인 연구에 그

9) 사이버 테러리스트는 초법적인 각종 수단을 동원하는 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법

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 테러리스트는 취약점 하나

만 발견하여 공격할 수 있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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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윤영성(2005)의 경우 일반적 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과의 비교를

통해 사이버 테러리즘의 특징을 도출하고 각 대응기구의 기능과 협력체

계를 살펴본 후, 인력 및 예산의 투자, 종합보안관제시스템이나 업무연속

성 계획에 대한 투자와 관심, 테러리즘 발생 자체의 최소화, 대국민 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을 대응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호(2009)는 코스콤 금융ISAC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 회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ISAC

의 취약점 및 침해 요인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경보․분석 체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

한 취약점 분석 평가 등 수행 업무를 분석하였다.

홍순원(2003)은 사이버 테러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추진 체계, 법·제

도, 재정, 기술, 외교, 교육·홍보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 보인다.

정재영(2010)은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국가 사이버 안전에 대한 관

리 체계로서 하나의 공공 조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사이버 테러를 조

직 이론에 접목시켜 조직의 목표로서 사이버 안전 정책, 법의 집행 측면

에서 법체계와 그 구조적 과정 형성을 업무 수행 체계 및 유관 기관에

연결하고 있다.

이동곤(2004)은 법학적인 접근을 통해 사이버 테러 범죄의 대응 방안

으로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을 논의하고, 가칭 사이버 테러 범

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근원(2003)은 사이버 수사 측면의 절차법적 측면에 집중하여 체계적

인 채증 절차, 비밀 수준에 따른 차등적 통제 수단 등 입법론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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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현(2011)은 ‘사이버 안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 부처별 권한을

유지하면서 어느 부처의 사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법의 사각 지대를 제거하는 한편,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사이버 위기 여부에 따라 사이버 안전을 총괄·조정하는 권한

을 국가 안전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또는 국가정보원에 부여하도록 하

는 이원적인 법제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김도승(2009)의 경우 사이버 안보의 선진 사례로 평가되는 미국의 현

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

당 연구는 사이버 위기 총괄 전담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을 활용할 것과

사이버위기 대응 기본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행

정 각부 및 국가정보원이 징후를 초기 단계부터 서로 공유하고 단계별로

주무 기관을 구별하되 징후의 변화 발전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는 공동 관제 형태의 전문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선행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사이버 테러 등의 대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국의

사례의 비교 분석, 법학적 접근 등을 통해 규범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

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당 분야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탓에 이론

적인 뒷받침이나 학제 간 연구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동인들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나아가

정책적 제언까지 제시하는 연구는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연구

방법론 역시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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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도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

에서 사이버 테러 등 국가 안보 위협 행위에 대응하는 등 사이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의 원인

과 해결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분석은 비단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입법 갈등이 존재하지만 조속히

입법되어야 하는 성격의 다른 입법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는 의의도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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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 방안

제 1절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제정의 추진 배경

1. 법 제정의 배경 : 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현황

1) 사이버 테러의 개념

물리적 테러에 비해 사이버 공간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행위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는 최근의 DDoS 대란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

게 실체적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위험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테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사이버 공간

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총

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는 각자의 관심과 목

적에 의하여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그 개념이 하나로 정립된 바 없다.

여기에서의 사이버 테러는 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테러란 “개인이나 단체 또는 특정한

조직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민간 기업 또는 공공 및

정부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행하는 일체의 불법행

위”라고 하겠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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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상 및 수단 목적

인터넷 백과사전 주요기관의 정보시스템 파괴 국가기능 마비

미국 FBI 산하 
국가인프라보호센터

컴퓨터에 의한 폭력, 사망, 파괴 초래로 
정부위협 정부정책 변경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 사이버시스템 파괴 혹은 파괴 위협 정보시스템 

마비

일본 경찰청 
정보보안 정책대계

국방, 치안등과 관련되는 시스템 및 
자료 파괴

국가, 
사회기능 마비

한국 사이버테러
정보전학회

대중, 정부요인, 정부기관등을 위협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 관철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해킹, 바이러스등 전자적 수단으로 
국가정보통신망 파괴와 정보훼손 국가안보위협

표 1 참고 : 사이버 테러에 대한 다양한 견해

2) 사이버 테러의 현황12)

2007년 4월 에스토니아의 구 소련군 동상 철거에 항의하는 러시아 해커

가 에스토니아 정부 부처, 금융 기관 등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경우를 비롯하여, 2010년 이란 핵 시설을 마비시킨 것으로

알려진 스턱스넷이 국내에도 침투하여 국내의 기간 산업을 위협하는가 하

면, 2009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7․7 DDos 공격

이, 2011년에 들어서는 3․4 DDos 공격을 비롯하여 4월 12일의 농협 전산

망 마비 사태 등 사이버에 대한 위험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한 바 있다.13)

11) 물론 이러한 정의는 불법행위의 목적이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

적인 측면이 있다. 제정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다 엄밀한 법적인 정의

는 정계 및 학계의 과제일 것이다.

12) 매년도「국가정보보호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발간 월간 ‘인터

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월보’, Microsoft Security Intelligence Report(SIR)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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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철수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5대 보안 위협 트렌드’에

따르면 정보 유출 목적의 APT 공격 증가, PC와 모바일 동시 겨냥한 피

싱 사이트 첫 등장 등이 보안 위협 요소로 꼽혔다. 개인 정보 탈취용 악

성 코드 유포 지속,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악용 악성 코드 기승, 모바일

악성 코드 유포 경로 다양화 등도 상반기 보안 주요 위협 요소였다.

이하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형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가. 사회 혼란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이버 공격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2011년 2월 어노니머스

(Anonymous)가 중동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집트 정부

의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같은 해 10월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일환으로

뉴욕 증권 거래소 웹사이트를 공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나라

에서 2011년 4월 발생한 금융 기관 전산망 마비도 이러한 형태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를 사회 혼란 유발이나 정치적 목적 달성에 악용하는 경우

도 있다. 2011년 8월에는 전직 대통령을 사칭한 트위터를 개설하여 정부

를 비판하는 글을 무분별하게 게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1년 10월에는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를 사칭한

트위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13) 정준현, ‘국가사이버안전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 국가정보연구 제 4권 2호,

2011,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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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PT 공격의 증가

현재 전 세계 보안 업계의 최대 화두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다. 이는 적대 세력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

부 또는 산업 비밀을 획득하거나 국가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공

격을 통한 사회 혼란의 야기 등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이

루어지는 공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격 피해 사례는 이란 원자력 발전 시설 해킹

(Stuxnet14)), 모건스탠리 해킹 사건, 글로벌 에너지 기업 사건, RSA사

사건 등이 있다. 이란 원자력 발전 시설 해킹은 지난 2010년 7월 이란

원자력 발전 시설을 마비시킨 공격으로 원자력 시설의 원심분리기 20%

의 가동을 중단시킨 대사건이었다. 모건스탠리 사건은 같은 해 1월 구글

과 모건스탠리 등에서 해킹을 통해 중요 정보가 탈취된 사건이 발생했는

데 이 사건의 공격방법도 APT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1년 암호 전문

보안 기업인 RSA사의 보안 사업부에 해킹이 발생, 일회용 비밀번호 제

품인 `Secure ID`의 기밀 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APT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4월 농협 금융 전산망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돼 며

칠간 전산이 마비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대 캐피탈 개인 정보 유출 사

고 및 SK 커뮤니케이션즈, 넥슨 등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도 모두 APT

공격에 의한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은 서

버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협력 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통해 악성 코드를

심고 7개월 이상 농협 전산망 관리를 위한 정보를 빼내거나 획득하고 공

격 명령을 통해 서버 파괴에 나선 바 있다.

우리 사례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도는 주로 개인 정보 및 불법

14) 국가 주요기반 시설의 제어시스템을 공격하는 최초의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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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을 탈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원전 시설의 중

지, 군사 기밀 유출, 행정 업무 마비 등 국가 전산 기간망을 마비시키고

중요 군사․외교적 정보를 빼내려는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그러한 위협의 가능성

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법 제정의 필요성

1)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전보장

가. 국가안전보장의 의미

건국 헌법에서 제3 공화국 헌법까지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만 규정되었고, 국가안전보장은 질서 유지의 개념에 포

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후 1972년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이 처음

으로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도입되었으며 통상 판례와 학설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 등 법규범의 효력유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의 유지 등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영역도 포함하는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15)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

기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형법 제91조의 국헌 문란에 대한 입법 정의로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

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16)

15) 1992.2.25. 89헌가1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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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발생국 피  해  내  용 비 고

2003. 1 미국

·미국 오하이오 주의 Davis-Besse 원자력 발전소의 사
설 컴퓨터 네트워크에 슬래머 웜이 침투

·안전 감시시스템이 5시간 동안 정지

원자력

2003. 1 한국
·ISP의 DNS 등이 슬래머 웜에 감염

·수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 마비
통신

2003. 8 미국
·동부지역의 철도신호시스템이 소빅-F 웜에 감염

·수 시간 동안 운행 중단
교통

2007. 3 미국
·DHS 주관 미국 발전소 제어시스템을 모의해킹

·발전기 가동 사이클을 변경하여 발전기 파괴
전력

2008. 1 폴란드
·14세 소년이 TV 리모컨을 개조하여 트램 교차로불법 조작

·4대의 트램 탈선 및 12명 부상
교통

2008. 5 미국 ·회계감사원(GAO) 주관 미국 최대 국립전력회사인 TVA 전력

표 2 국내·외 전자적 제어시스템 피해 사례

따라서 양자의 경계를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질서 유지란 국가안전보장

과 달리 개인과 사회의 안녕 질서나 도덕 질서의 유지 등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질서 유지는 국가안전보장을 제외한 것

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은 그보다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한 국가안전보장 침해

우리나라 주요 인프라 및 서비스는 점차 정보통신망으로 연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사이버 침해 행위,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행정, 방송 통신, 에너지, 물류, 금융 등 다른 분야에 연

쇄적으로 파급되어 개별 시스템의 장애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특히 국가 기반 시설을 연결하고 각 정보시스템에 영

향을 주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사고는 국가 전반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시설의 사고는 석

유, 환경, 원자력, 전력,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

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16) 정준현, 전게논문, p.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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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어시스템을 모의해킹

·발전소 제어시스템 침투 성공

2009. 8 러시아
·수력발전 댐의 터빈 제어시스템 장애

·발전기 터빈 폭발, 75명 사망
수자원

2010. 7 이란
·스턱스넷 바이러스 원자력 발전소 제어시스템 침투

·이란 나탄즈 원자력 원심분리기의 일부분 기능 마비
원자력

2011.11 미국
·일리노이 주 상수도 시설 시스템 침투

·펌프 작동 시스템 파괴
수자원

이러한 사이버 테러 사례들은 일반적인 질서에 대한 위협을 넘어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헌법상의 국가 기관이나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물리적 피해까지 야

기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 내지 테러는 형법상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이

는 바로 국가 안전에 대한 침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17)

2) 관련 법 제·개정의 필요성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사이버 공간 상의

개인과 사회 및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는 증가하고 사이버 위협 행위 내

지 테러는 개인과 사회 및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사이버 위협 행위의 가능성 및 피해는 커지고, 나아가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제도 및 방법․절차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사이버 안전 관련

업무가 소관 부처별로 이루어져 각 부처의 업무 범위는 정보 자산과 기

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에 한정되고 있어 예방 및 준비에

도 소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기 발생 시에 국가안전보장 및

17) 상게논문,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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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18)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사이버테러대응체계’도 관

련 기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하여 종

합․분석․판단하게 하고 국가 차원의 예․경보를 내림으로써 외부로부터

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관련 기관 합동으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효율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인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기구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예산 확보 등 관련 정책

의 구속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19)

이하에서는 국내외의 사이버 안전 관리 체계 및 관련 법체계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거쳐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이 긴요함을 재확인

하도록 하겠다.

18) 2013년 디지털타임스가 국산 SW업체 40곳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산SW

경쟁력 강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격에 따라 IT 부문에 대한 관장을 미래

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44%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업무 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19) 강석구, 전게보고서,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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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주요국의 사이버안전체계 및 관련법령20)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국가 및 국방 핵심 전략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인민 해방군에 6천여 명 규모의 해킹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 사이버전에 대비한 가상 공격 체계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이버 공격을 국가의 중대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가장 활발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발전된 정보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

버공격 위협이라는 현대 사회에 특수한 안보 위해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대응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21) 따라서 다

음과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및 관련 법

령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 구축 및 법률 정비에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 미국

1) 개관

미국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급속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2003년 3월 기존의 22개 다른 연방 기관과 프로

그램 및 기관들을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함께 통합하여 국토안보부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국가의 재난관

20) 강석구, 전게보고서 및 정재영, 전게논문 참조.

21) 이연수 외, “주요국의 사이버안전관련 법․조직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국가정

보연구 제1권 2호, 2008,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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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국토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등 9.11 테러는 미국의 안보 체계를 전

면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책임과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됨으로 인

해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

해 국토안보부(DHS)의 창설로 대표되는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평가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역시 사이버 보안은 중대한 정책 이

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범부처간 조정자로서 임명된 사이버보안조정

관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상주하면서 대통령과 NSC에 정기

적으로 보고하며, 미군과 민간기관의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정책 마련을

위한 자문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10년 5월 27일 오바마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안

보의 현황과 지향점을 공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와 테러, 해킹 등을

안보 이슈로 인식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의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겠

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2) 법제도 체계

가. 애국법

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은 9․11테러 직후 계속되는 테

러 위협에 대응하여 법 집행 기관과 정보 기관 간의 정보 수집 및 공유

체계에 구조적ㆍ법적인 제약을 해소시킴으로써 대테러 기관 간 협력을

강화시켰다.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서는 국방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한 컴

퓨터에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실을 증명할 수 없어도 처벌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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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안보법

국토안보부의 활동 근거로서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은 포괄적인 테러리즘으로부터 미국의 전체 국가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사이버안보

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2장의 정보 분석 및 기반시설 보호(IAIP :

Information Analysis and Infrastructure Protection)에 관한 규정과 제10

장의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제2장은 각 기관에 산개해있던 직무들을 국토안보부로 이관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국토안보부가 각종 테러리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사 기

관과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명실 공히 사이버 공

격 대응을 위한 총괄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SEC.225는 2002년 상원에서 폐기된 ‘사이버보안강화법’(Cyber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2)이 국토안보법에 포함되어 통과된

것으로, 사이버 공격자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을 유발하거나 유발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하

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으로도 불리는 제10장은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보호 및 통제

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정부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있

다. 최근에는 개정을 통해 대통령실에 사이버공간보호국(NOC : National

Office for Cyberspace)을 구축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은 책임자를 두어 연

방 사이버보안 실무 이사회(Federal Cybersecurity Practice Board)의 지

원을 받아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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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 사이버보안법안

2009년 미국 상원에서 사이버 보안에 관한 포괄적 입법 조치로서 ‘사

이버보안법(안)’(Cybersecurity Act of 2009)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 안보 정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백악

관 자문 기구로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고문 위원단의 창

설, 상무부 아래 실시간 정보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으며, 크게 ① 연방정부 내 사이버 안보 프로파일의 대폭적인

확장 및 사이버 관련 정부 기능 및 권한의 능률 강화, ② 국민 인식 촉

진 및 인권 보호, ③ 사이버 안보에 있어 정부와 민간 분야의 관계 재설

정, ④ 장기적인 해결책 개발을 위해 사이버 안보의 혁신과 창의력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에는 인터넷 정보의 열람 내지 압수에 있어 영장주

의가 완화되는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미국 내 기업,

시민 단체 등은 프라이버시 침해, 기업 활동 간섭 규제 등의 문제로 반

발하고 있다.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본법적 지

위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행정 명령

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라. 국가자산으로서 사이버공간 보호법안

최근에는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이 2010년 6월 16일 발의한 ‘국가 자산

으로서 사이버공간 보호법안’(PCCNAA : Protecting Cyber space as a

Asset Act of 2010, S.3480)이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동 법안은 크

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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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는 ‘사이버 공간 정책실’(Office of Cyberspace Policy)의 설

립과 구성,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국가 사이버 보안

통신센터(National center for Cyberscurity and Communication)’에 관하

여, 제3장에서는 연방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정책 조정에 관하여, 제4장

에서는 보안 인력 양성을 위한 사항에 관하여 인력의 평가, 인력 계획,

사이버 보안 직업의 분류, 고용 효과 측정, 교육 및 훈련, 인센티브 등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장에서 사이버 보안 연구 및 개발, 조달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안은 사이버 보안 비상 상황(Cybersecurity emergency)에

발동되는 대통령의 인터넷 통제권에 민간 시스템의 인터넷 트래픽을 제

한하거나 차단하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적 영역의 인터

넷을 차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였

다. 법안은 이미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최근 이집트 인터넷 차

단 사태 등을 겪으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회는 이 법의 이름을

‘사이버 보안과 인터넷 자유 법(Cybersecurity and Internet Freedom

Act)’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에서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란 문

구를 포함하지 않는 등 법안 일부를 수정했다.

2. 영국

영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함께 사이버 안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된다. 영국 정부의 정보 보호에 대한 노력은

법률에 의한 행위 규제 보다 일반 국민에게 정보 침해에 대한 의식을 제

고하고 사전적 대처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사권한규제법(R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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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부정사용법, 대테러 범죄 및 안전 보장법 등으로 해커와 바이러스

유포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스팸 규제는 프라이버시법과 전기통신지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사이버안전 체계를 보면,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정책은 내각부

산하의 정보보증 중앙지원국(CSIA : Central Sponsor for Information

Assurance)에서 정보 보호 관련 활동에 대해 정부 전체를 조정하며, 통

상산업부(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외무부 산하 정부

통신총국(GCHQ :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 Quarters)․통신

전자보안단(CESG : Communications Electronics Security Group) 및 내

무부 보안정보부(M15) 산하 국가기반보호센터(CPNI :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등이 국가 전반에 걸친 정보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법으로는 ‘대테러범죄 및 안전보장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제 11편의 통신 데이터(전화, 인터넷 및 우편내용

등) 보전을 위한 권한 관계, 일반인에 대한 통신 감청을 위한 ‘조사권한

규제법’(RIPA :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of 2000), ‘컴퓨

터부정사용방지법’(Computer Misuse Act 1990) 등이 있다.

3. 독일

독일에서 IT 의존적 중요 기반시설의 안전 및 보안 개선의 필요성 인

식과 실행 의지는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사건

이후 국제적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사이버안전체계는 ‘연

방정보기술안전청설치법’(BSIG : BSI-Erri-chtungsgesetz)에 의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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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 :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ion stechnik) 및 연방통신망청법 상의 연방통신망청(BNetzA)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1991년에 설립된 내무부 산하 ‘연방정보기술안전청’은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정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야기되

는 보안 위험을 연구하고 보안 조치, 정보 기술 보안을 위한 기술적 방

법과 장치는 물론,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그 구성 요소에 대한 검사․평

가를 위한 기준․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여 정보 기술 시스템 및 그 구성

요소의 보안을 검사․평가하여 보안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관련법으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기

관에 자료 요구 권한을 부여하며 ‘정보 보안 책임자’에게 보안 계획을 수립하

고 연방의 통제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법(TKG : Telekommunikations

gesetz), 정보통신 안전영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연방정보기

술안전청의 설립 근거 법으로서 연방정보기술안전청설치법이 있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선진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된 서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늦은 나라였으나 1998년 이후 매우 의욕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프랑스는 중앙정보시스템보안국(DCSSI) 내에 프랑스 정부 CERT인

CERTA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운영센터를 구축하여 각급

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위기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5단계의 경계를 발령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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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DCSSI는 각 단계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총리실 직속의

국방사무국(General Secretariat of National Defense : SGDN)을 설치하여

국가적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법령 96-67은 국방

사무국으로 하여금 정보 시스템 보안(Information Systems Security)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이버 공격 내지 사이버 테러 대응과 관련한 별도의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이버 공격은 형법에서 정보화 범죄(사이

버범죄)에 대한 규정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 정보

에 관한 관계인의 권리는 1978년에 제정된 정보화와 자유에 관한 법률

(Loi j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et la Liberté)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전자통신법은 전자통신망에 대한 기술규제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의 기술적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의 사이버 공격 대비 능력은 막강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력에 비추

어 다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해킹 사례와 컴퓨터범죄

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이버 테러리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상산업성 주관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은 정보통신강국답게 국가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치하고 미래의 사이버전(Cyber-Warfare)에 대비하기 위하

여 체계적인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법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電気通信事業法)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

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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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o 국가안전법, 인터넷 안전보호관리법

 - 국가안전부와 국가보밀국이 사이버보안 및 범죄대응 업무 수행

 - 공업정보화부 산하 침해사고대응센터(CNCERT)가 국가기관 네트

    워크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경보 및 기술지원

캐

나

다

o 캐나다보안정보부법(CSIS법)

 - 캐나다보안정보부(CSIS)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사이버위협에 

   관한 조사·분석, 위협·위험평가 등 업무 수행

 - 공공안전부(PSM) 산하 사이버사건대응센터(CCIRC)가 사이버위협을 실시간 감시하

면서 국가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사건에 대한 국가적 대응활동 조정

벨

기

에

o 인터넷 해킹범죄 단속법

 - 전산시스템에 침투, 저장자료 수정·삭제 또는 사기목적 불법 접속 등 

    범죄행위자는 6월 ~ 5년간의 징역 및 벌금형

노

르

웨

이

o 국가보안법

 - 정보보안기관인 국가보안국(NSA)의 임무·권한으로 비밀보호, 암호정책, 정보시

스템 보안인증 및 모니터링 규정

표 3 기타 외국의 입법례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명 ‘IT기본법’이라고 하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の形成に関す

る基本方針を定めた法律)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추진전략본부’로 하여금 관련 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등 우리의 국

가정보화기본법과 유사한 지위를 지닌다.

6. 시사점

앞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의 사이버 공격 대

응 체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사이버 공격을 국가적으로 중대

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가장 활발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로 꼽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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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 전체에 걸쳐

물리적 위협이든 사이버 공격이든 그 형태를 막론하고 보호 조치를 총괄

적으로 집행한다. 각종 전략과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

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

사이버보안 종합전략’에 의해 미국 정부 전산망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맡아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측면보다는 ‘사전’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사이버 전담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부문별로 기관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이를 조정하기 위한 센터 내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 대응 법제와 관련하여 UN 안보리는 9․11 테러 이후 결의안

1368호와 1373호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대테러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UN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테

러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요국은 대테러법 안에 사이버 테러 관련 장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

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9월까지 대테러법을 제정하겠다는 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고 2001년 11월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란만 거듭하다 2004년 5월 국회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

다. 수정 보완된 대테러법과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이 그 후 여러 건 제출

되었으나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안전 관리 활동을 비

롯하여 국가의 대테러 활동의 법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큰 시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 나아가 새로운 법의 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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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 체계·관련 법령 및 문제점

현재 국가 사이버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공공

분야를 포함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2004년

에 설립된 이후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 7․7 DDoS 공격 후에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합동

으로 수립하여 시행중인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에 기관별 역할을 규

정하여 현재 민․관․군 등 3원화 체계로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공공

분야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서 사이버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 분야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

원센터와 금융결제원의 금융 ISAC, 코스콤의 증권 ISAC에서 맡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는

11개 기관의 차관급 위원들로 이루어져 평시에 사이버 안전 정책의 수립

과 시행 및 사이버 위기 대응 활동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1. 우리나라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22)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체계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의해 정

부가 국가 안보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여 국가

인터넷망의 전자적 침해사고 조기 탐지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구축

한 범국가적 체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민간

분야를 담당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주관 하에 범정부적 차

22) ‘국가정보보호백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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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출범한 국가정보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가 공공 분야를 담당하며, 국방부 직속의 ‘사이버

사령부23)’가 군 분야를 담당하는 민ㆍ관ㆍ군 종합 대응체계이다.

공공 분야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

라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분석을 위하여 보안관제시스템을 운용하고 국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침해 대응, 복구 지원, 사이버 안전 정책 결정 등 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 안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 분야의 사이버 안전 업무는 국방부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

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각급 부대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경보

발령, 사고 조사 및 관련 정보 통보 등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방

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사이

버사령부 등 국방 사이버 안전 전담 기구가 국방 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

비하기 위하여 국방 통합 보안 관제 및 위협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사이

버 위기 대응 전문 기관 등과 협력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 분야의 사이버 안전 활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24)가 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 보호 안전 진단 수행기관을 관리 감독하며, 정보 보호 관

리 체계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의 ‘인

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하여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관한 정

보의 수집, 전파, 침해 사고의 예보, 경보, 침해 사고에 대한 긴급 조치

등 각종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3) 2011년 7월 1일 ‘국방개혁 11-30 계획’의 일환으로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국방

부 직할부대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24)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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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현황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

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으로서 사이버 안전 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

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8), 지정

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3).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현재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

가정보원장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주

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보호에 필요한 조치

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행위

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 이 외에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및 관련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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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

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 제56조에서는 국

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에 대해 “전자정부

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

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

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

고(§4), 이를 위해 제6장(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에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

고 이행명령을 발하는 등 안전성 확보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

다(§45, §45의2, §45, §47, §47의4 등)

4)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정부에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할 의

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관

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

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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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특히 국가사이버안전 관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발하여진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

버안전관리규정 이 있다.

동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훈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8),

국가 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두며(§6),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보안관제센

터를 구축․운영(§10의2)하도록 하는 등이 있다.

다만 그 형식상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대통령훈령으로서 종

합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근거 법령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민간 기

업이나 이용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에 따라 벌칙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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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체계의 문제점

1) 사이버안전 총괄전담기관의 부재

사이버 공격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의 유기적인 공유를 통한

평가가 없다면 피해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사후 대

처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5 인터넷 대란’부터 최근의 ‘7.7

DDoS 대란’, ‘3.20 대란’을 통해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다. 특히 위 사

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사이버 안전 관리 체계상의 문제가 노출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체계의 부처 간 업무 영역 및 구분이 모호하다

는 문제가 있다. 사이버 안전 관리 업무가 관계 법령에 중복되게 규정되

어 있으며 정보 보호와 침해 사고 대응은 별개로 분리하여 고려하기 어

려움에도 현행 체제 하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

직법 에 의거하여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나,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 기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에 근거하여 국가정보

원․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사고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대응과 예방이 분리된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종합적인 정보 보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인다. 즉 사

이버 테러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총괄할 전담 기관이 법률상·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

가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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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법제의 부재

사이버 테러와 이로 인한 위기는 그 특성상 공공과 민간 어느 부문에

서 발생하더라도 상호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으로 소관을 구

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며, 같은 논리로 개인 PC 등에 대한

테러가 국가적인 사이버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 관련 법 체계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고 공공과 민간 각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었

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적용 법령이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용이 상이한 법률이 분야에 따라 달리 적용됨에 따라 각

부문마다 사이버 안전 관리 체계가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

다. 사이버 위기 시 이들 관리 체계 및 정책이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인해 신

속한 대응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법상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안전 관리 조직 간의 협력과 지원을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을 근거로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

다.

「국가정보원법」제3조(직무)25)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 사이버 안전 관리 업

무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법을 국가적 사이버 안전 관리 업무

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이를 위한 작용법적 근거

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사이버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 내지 공공기

관, 나아가 민간에 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타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25) 국가정보원법 제3조 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

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이하 생략)



- 45 -

제 4절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1. 관련 입법 노력

1)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이와 관련해서 2008년 10월 28일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공성진 의

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 을 기초로 하되 ①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을 정하여 이들에게 일

정한 책무를 부과하고, ②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위기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③심각단

계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④민간에 대한 포상금 및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정안은 2009년 4월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야의

상이한 입장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18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제19대 국회 들어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으며 이들 법률안은 대체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률안 역시 상정 여부 부터 여야 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합의에 도달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들 법률안은 일부 용어의 변경과 책임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의 증가,

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 도입,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의 신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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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인력양성·교육홍보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이 공성진 의원안과

달라졌으나, 제안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국회에서의

심사 과정이 진행 단계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안

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상이한 입장 차이는 사이버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총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

기관리 등을 위한 법제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 현재 국가사이버안보마

스터플랜과 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국가

정보원은 국내에서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입장

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과도하게 될 위험이 있다

는 점,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민간의 영역에까지 개입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민주적인 통

제·감시·견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근본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

되어야 한다.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과 역할은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다른 고유 업무와의 연계성이 뛰어

난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의혹을 차치한다면 사이버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전담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

원은 1998년부터 국가․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지

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ㆍ복구, 보안측정, 국가안보 관련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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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보호업무, 암호장비 등 보안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을 수행

하여 왔으며 특히 2004년부터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소속으로 두고 사

실상 사이버안전관리업무를 총괄·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국

가와의 정보 협력 네트워크,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하되 아래의 예상되는 문제점

에 대해서는 각종 통제 수단을 통해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문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는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직무를 담당한다. 국가정보원장의 경우에도 이러

한 국가정보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국가

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각 국가기관의 장의 통보를

받고 이를 조사하거나 국가사이버위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책임기관의 장이 세부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안)은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와 권한

을 창설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하였듯이 현행 「국가정보원법」을 폭넓게 해석하

는 경우 사이버위기관리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포함시킬 수 있고

현행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조직법」 제

17조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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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위기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한다면 이와 관련된 사

항은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다만 정책적

으로 국가사이버안전업무의 총괄을 국가정보원이 맡도록 한다면 이를

「국가정보원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이 만든 위기관리지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

평가하고(§7)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미흡하거나 국가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0). 또한 사고조사 결과 신

속한 시정조치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책임기

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10). 따라서 사이버 위기상황 내지 사이버 공격

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기관에 대한 일종의 통제권이 국가정보원에게 주

어지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권은 국가기관의 고유 업무 및 기능에 미치는 것이

아니며 사이버안전관리업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가 정책을 주

관하는 부처의 통상적인 권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대응 기구의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확

보하는 등 관련 정책의 구속력을 확보한다면 각각의 소관 업무와 책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타 부처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 수행에 있

어서도 효율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조직 확대 또는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에 따라 사이버 위기대책본

부가 구성되더라도 현재의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

하므로 그에 따른 권한 강화 등이 일어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사이버안전관리 업

무를 총괄하더라도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코디네이터

(coordinator) 역할에 초점을 맞추되 미국 백악관에 설치한 사이버보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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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을 참고하여 견제 장치를 아울러 마련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것

으로 보인다. 사이버안전관리체계와 그 활동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내

에서는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견제·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개가 어려운 국가적인 정보·보안 정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총리 등의 의장

이 되는 회의체, 국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도 법치국가를 구성하는 주체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상

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직무의

범위 및 활동 근거를 법률로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국가 기관

에의 개입 근거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나. 기본권의 침해 문제

동 법안에서는 책임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탐지된 공격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

도록 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이를 종합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사이버 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

고 있다(§8). 특히 앞에서 살펴본 동 법안 제10조의 조사과정에서 국가정

보원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

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 법안에 따라 사이버위기관리 과정에서 타인의 통신 내용을 탐

지하고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되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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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개인의 통신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편지․전화․전신 등의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당사자 등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인 통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사회 윤리나 헌법 질서에 위반되지 않

아야 한다. 또한 기본권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다. 따라서 문제되는 상황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

게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대응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제한되

는 기본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제정 법률안의 개선 방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은 현재 사이버 안전 관

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의 내용을 법률화하

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위상을 맞추고 작용법적 근거

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적인 사이버 위기를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법안’ 역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에 기초하였으나 위기관리책임기관

(안 제2조1항5호) 개념의 도입,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안 제13조)

도입, 국제협력(안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부과(안 제17조), 포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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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및 과태료(안 제18·19·20조)의 도입 등은 달라진 점이다.

또한 제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부분에 더하여

일부 용어의 변경, 책임기관 범위 증가, 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 도입, 국

가 등의 책무 규정 신설, 기타 인프라 구축 관련 조항 신설 등이 달라진

점이며, 이하에서는 공성진 대표 발의안을 기준으로 서술하되 새로 발의

된 법률안은 필요한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겠다.

1) 법명 및 조문 현행화

먼저 일부 법명과 조문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 발의된 법률안에

는 2013년 3월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

호·정보문화,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가 새로 창설된 미래창조과학부

로 이관되고, 지식경제부에 통상교섭 기능이 이관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설되었으며,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는 등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2) 구체적 규정 및 위임

위임 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 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

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26)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 조문은 추상적이거나 하위 법령에 다소 포괄

26) 대판 2007.10.26



- 52 -

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안 제6조(국가

사이버위기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의 경우 위기관리지침 및 세부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며, 안 제7조의 경우 세부지침

의 이행여부의 확인 및 점검·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에 규

정될 내용, 범위의 대강을 규정함이 없이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상기 의원안 제6조5항의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의

구성, 제12조제3항의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 절차, 하태경의원안 제7조

의 사이버안전센터 내의 합동대응반 설치요건, 인력구성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 사이버 공격 정보의 제공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혹시 포괄적 위임 금지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률의 명확성 및 예

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작용법적 근거의 확보

공성진 의원안에는 국정원장, 책임기관의 장, 보안관제센터에 일정한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책임기관의 장 등이 지원기관에, 국

가정보원장이 사고조사 등과 관련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조치

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민·

관의 구분이 모호한 사이버 위기에 대해 안 제9조의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제한된 절차를 거쳐 책임기관이나 지원기관이

아닌 민간에 대하여도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마련하는 방

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민간에 대한 조치는 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그 요건 및 세부 절차 등을

제한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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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순되는 내용의 해결

안 제7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책임기관에 대하여 세부

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

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은 의무사항으로 하면서도 중앙행정기

관에 의한 세부지침 이행 여부 확인과 국가정보원장에 의한 이행여부 점

검평가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리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간과 국가정보원장의 이행여부확인 및

점검․평가를 모두 의무화하는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상기 의원안의 국가정보원장과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회, 법원, 헌

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모두 법

률안의 정의상 책임기관의 장에 해당하나 이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 전체적

으로 모순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다른 법률과의 부정합 해소

먼저 사이버 안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은 주요정

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정보통신기반위원회의 구성,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운영, 정보통

신 기반침해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침해사고의 통지 등 사이버 안전 관

련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동법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

되며, 국가정보원장 등은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적 지원

요청에 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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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 없이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법률안의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및

다른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과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 중 특히 벌칙 및 의무 부과 부문에 있어 혼란 및 중복이 발

생하지 않도록 법률 상호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법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

터를 규정하고 그 중 제38조제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

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을 해하는 정보는 통상의 평범해 보이는 정보를 포함한

특정인의 동향이나 특정 물품의 흐름에 대한 전체정보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이버의 방지 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

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개정 전의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서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시 사

이버안전관리활동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부처 의견도

있었으며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같은 의견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라 사이버안전관련업무를 국가정보원장이 총괄적으로 수

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상의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에

이를 보다 명확히 보완․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외의 전자적 제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 인

하여 원자력, 교통, 전력, 수자원 등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과 동 법률안상의 사이버위기 모

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물리적인 재난에 대하

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응급대책, 긴급구조 및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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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구 업무를 수행하되, 재난의 원인으로서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하여

는 동 법률안에 따라 사고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는 의견과 통합적인 재난 관리 또는 테러

방지법에 사이버 안전 또는 사이버 테러 방지를 포함하도록 하자는 의견

모두 경청할 만 하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

호법」 제3조제1항의 각호는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나 이 법률안에 따라 사이버 위협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이들 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서도 예외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 수렴 및 정

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6) 벌칙 관련

기존 훈령의 내용을 법률로서 규정하면서 사이버 안전 관리 업무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벌칙 등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부문이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정성에 관하여 다른 입법례

등과 비교 및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일부 민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

어서는 과다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반대로 의무만 부과할 뿐 이를 강제할 수단으로서의 벌칙 등을 규정하

지 않은 경우나 의무조차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 및 관련 벌칙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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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법률안 제정의 게임 이론적 고찰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환경과 사이버안전관리체계를 고려할

때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동 법률에서 사이버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민주적 통제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규정할 것인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효율적

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 절차

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입법 과정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이

좋은 법을 성안하는 것 이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어려움은 과거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입법 과정은 곧 정치 과정이기도 하므로 법률안 제정에 있어 정치적

요소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사이버안전 관련 법률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규정될 가능

성이 크므로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가 현격한, 소위 ‘쟁점 법

안’의 대표적인 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민생 법안이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입법 과정상의 이견 차이에 따라 입법 교

착 상태를 초래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반대로 이를 통해 쟁점 법안에 대

한 여야의 합의를 이루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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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게임 이론적 분석의 의의 및 전제

1. 게임 이론적 분석의 의의

이 장에서는 입법 교착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게

임 이론적 틀을 사용한다. 입법 교착의 원인을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볼 때, 양자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전략적인 게임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

방식이 입장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핵심적 요소이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 중의 하나가 바로 게임 이론적 접근 방식이다.

입법 과정 중 특히 법률안 심사 단계를 정치적 게임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특정 법안의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내 여·야가 상호

견제와 유권자의 지지 확보를 위하여 법률안에 대해 찬성 및 반대의 의

견을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표 극대화(vote maximization) 및 집권과 연

결되는 주관적 이득 또는 손실을 얻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게임 이론적 접근은 경기자(player)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얻

게 되는 보수(payoff)의 절대값보다는 선택에 따라 기대되는 보수(expected

payoff)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도출되는 게임의 결과에 관심이 있다. 따

라서 게임의 보수를 상수(constant)가 아닌 변수(variable)로 구성하는 경

우에 보수의 상대값에 따라 게임의 해는 유일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 보수의 상대값을 통해 특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

건을 보수의 상대값을 통해 도출해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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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제

아래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와

각 모형에서 필요한 가정은 과거와 현재의 국회 운영 및 정치 상황을 고

려한 것으로서, 전·현직 국회정보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

한 심층면접 결과27)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입법 과정 중 분석의 대상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단계로

한다. 법률안의 발의는 일정 요건만 거치면 정부나 의원이 할 수 있다는

점과 최근에도 두 건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 정보위원회에 회부

되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지 않다. 이미 법률안이 제출되어 회

부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안의 상정 여부를 포함한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

정에서 입법 과정의 정치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실의 정치

상황에서 정당이 입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관 상

임위원회의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의 대표로서 법률안을 심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심사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이루어지고 이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통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보

며 단독표결 혹은 강행 처리 등의 가능성은 배제한다. 실제로 위원회에

서 심사되는 법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법」제38조에 의해 12인으로 구성

된 정보위원회의 경우 최소 7인의 출석과 4인의 찬성이 필요하나, 2013

년 4월 현재와 같이 여야 동수로 구성된 경우에 어느 쪽 전원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의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2008년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법안」이 회부되었을 때 정보위원회의 교섭단체별 위원수를 보면, 한나

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단독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았다. 이

2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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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강행처리에 따르

는 정치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관례

상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야당이 맡

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더라도 원내정당간의 초당

적인 합의 없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

다28). 다만 여당 의원인 의장이 직권 상정 후 표결에 붙이도록 하는 경

우 여대 야소의 정국에서 궁극적인 강행처리는 가능하겠으나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방식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분석에서 제외한다.

셋째, 게임의 경기자(player)는 분석의 편의상 여당과 야당으로 한다.

의원 개개인은 정당의 어떠한 명령에도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론에

복종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서며 선거전에서 그를 지명한

정당의 대표자로서 나타나며, 국회 내에서도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원으로

서 나타난다.29) 따라서 이러한 정당의 내부 기율 강화를 고려하면 경기

자를 원내 교섭단체, 또는 크게 여당과 야당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이버 안전 관리의 필요성과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 취

지에 대하여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으나30)31) 국가정보원의 권

28)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

계·자구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에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

다.

29) 강태수,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고찰’, 慶熙法學 제47권 제4

호, 2012, p.340 참조

30)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대국

민 설문조사(전국의 성인남녀 1,029명 대상)에 따르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는 재난으로 황사(51.5%)에 이어 사이버테러(43.6%)라고 응답하였다.

31) 특히, 2009년 7·7 DDoS 대란, 2011년의 3·4 DDoS 공격, 농협 전산망 마비 등의 사

건을 거치면서, 언론을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과 대응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논조의 사설

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 6일 문화일보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고, 5월 2일 동아일보에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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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여야 및 국민의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고 가정한

다. 최근의 3.20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된 것을 비롯하여

사이버 공간상의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 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듯하나,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대해서

는 우려의 시각이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기사와 과거 정치권의 입

장32)에서 드러나고 있다.

넷째, 보수(payoff)는 정당 차원의 목표 달성 또는 실패시의 주관적 이

득 또는 손실로서 각 모형에 따라 다르게 구성한다. 먼저 이러한 주관적

이해관계의 바탕이 되는 여야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정권 유지 또는 획득

이라고 본다.

의원들의 행위 유인을 정책추구(policy-seeking)적, 재선추구(re-election

seeking) 행위 동기로 나누고 있는 한정훈(2009)의 연구를 참고하면, 정

책추구적 행위 동기에 따르면 여당은 선거에서의 지지를 확보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야당도 여당을 견제하는 자신의

법안의 계류를 비판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2011년 7월 6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테

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금융, 기업, 정부기관 등은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DDoS 대란과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반짝 관심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

지부지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32) 2009년 7월 9일의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국정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

어 이에 따른 민간 사찰, 과잉수사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으로, 반대가 거셌다.

같은 날 ‘국정원 대응모임’은 동법은 ‘사이버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 아래 국정원의 무

소불위 권한 남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수렴이 더욱 필요한 미완성 법안이

라고 주장하였다.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2008년 11월 18일 오전 사이버위기관리법을 포

함한 5대 악법의 제·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같은 기사에 따

르면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장 중심

으로 한 권력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 고 주장하

였던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지목하고 반

대해왔으며, 2011년 5월 12일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였던 최

재성 의원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농협 해킹도 디도스 공격도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하

지 않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활동의 편

의를 위해 법률적 근거만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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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는 반면, 재선추구적 행위동기에 따르면 정

책적 입장 외에도 이미지 실추 및 국회 공전의 책임에 따른 비용을 크게

생각하여 행동 한다. 여기에서는 양 동기가 혼재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보좌진 및 위원회(전문성), 언론, 행정부 및 동료의원(연대성), 당지도부

(당파성), 사회단체 및 지역구민(타협성) 등을 의원의 의사결정 행태 요

인으로 들고 있는 김민전(1996) 등의 연구33)를 참고하여 보수를 구성하

는 변수를 설정한다.

즉, 여야는 정책추구적 행위 동기, 당파성 및 연대성과 관련하여 기본

적으로 찬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선추구적 행위동기, 전문성, 연대

성 및 타협성과 관련하여 유권자가 제기하는 법률 제정 관련 책임 또는

비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34)

다섯째,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선도자가 여당인 경우만 분석의 대상으

로 삼는다. 야당은 과거의 과오가 있는 국가정보원은 필요 최소한의 업

무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도 강화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

장을 취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입장에서 벗어날 정치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야당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발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면서도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 교착 상태로 인한 미래의 책임도 덜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조할 것이므로 분석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먼저 두 차례의 입법 실패 사례를 분석

하고 다른 상황의 법률안 제정의 모형도 설정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33) 서인석 외, ‘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총괄심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2009, p.53에서 재인용.

34) 본 연구가 특정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요

인 중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고 보수를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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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입법 실패 사례의 분석

1. 2008년 발의 법안의 입법 실패 사례

1) 입법 과정의 개요

2008년 10월 28일 공성진 의원 등 17인은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제출하였다. 6개월간의 진통을 겪은 후 이듬해 4월 23일에 정보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상정은 되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2012년 5월 29일에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고 말았다.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의된 이 법안은 이른바 ‘MB악법’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의 주된 이유

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둔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평가된

다. 국정원은 각종 부작용과 정보 실패 논란에 휩싸여 왔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이른바 정보 정치와 연관되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

서는 국가정보원에 국가의 안위를 결정할 주요 기구를 설치하고 국정원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겨냥한 2009년 7.7

DDoS 공격을 놓고 정치권에서 소위 ‘사이버 북풍(北風)’ 공방이 벌어지

면서 야당은 이 사건을 여권이 동 법안의 통과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이 예리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당은 2009년 12월 9일에 원내대표가 “이념 관련 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35)하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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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리하여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미온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1년 7월에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추

진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장 보궐 선거일이던 2011년 10.26 선관위

DDoS 공격 사건에 여당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으로 인해 추동력

을 사실상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과정의 전반을 살펴보면, 여당은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의 필요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점, 야

당은 이러한 의혹에 인권 침해 소지 등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당이 법안 통과에 더욱 적극적

일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비판과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법안을 추진할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급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국가 사이버위

기관리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적극적인 입

법 활동 및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36)하였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법안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008년 발의 법안의 입법 게임의 해는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은

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여야의 전략적 선택 및 행동에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이견과 국민의 비판, 법안 추진의 필요성

에 공감하는 국민의 비판, 그리고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규율할 법의

필요성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 등이 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35) ‘한, `쟁점법안' 선별 처리 가닥’, 연합뉴스, 2008.12.09.

36) ‘허술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매일경제, 2011.09.26.; ‘디도스 대란 2년..사이버위기관

리법 국회 통과 못해’, 파이낸셜뉴스, 2011.07.06.; ‘사이버안보 법령정비 시급’, 서울경제,

2011.05.19.; ‘反사이버 테러 법령 강화해야’, 문화일보, 2011.05.16.; ‘선관위 디도스 문제

는 국가 사이버안보의 문제’, 세계일보, 2011.12.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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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과정의 모형화

2008년 발의 법안의 입법 과정을 여당이 발의할지 포기할지를 정하면

야당이 저지할지 동조할지를 결정하는 순차게임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은 형태가 될 것이다.

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이제 각 선택의 결과에서 여야가 얻게 되는 보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해야 한다. 여당의 보수에는 프라임(')을 붙여 구분한다.

ⓐ 여당의 목표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원을 총괄기관으로 하려는 것이

며, 야당의 목표는 이러한 여당의 목표를 저지하는 것이다.37)

{성공시 a, 실패시 b}

ⓑ 법률 제정에 소극적인 경우,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 사이버 위협

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38) {c}

37) 이러한 여야의 목표는 전제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부분이 법률

안의 주요 쟁점 사항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현실을 단순화하여 설정한 부

분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는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38) 선관위 DDoS 공격에 대하여 민주당은 국정원에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이는 국정원

의 헌법기관에의 기술 지원 요건을 강화해 놓은「전자정부법」, 그리고 사이버위기관리

법안의 반대 등으로 국정원이 대응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하였다. 앞으로 더 큰 사이버 테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

태가 올 경우 이와 같은 시선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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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민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비판적이며, 이 법률안에 찬성하

는 정당은 지지도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d}

ⓓ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다른 집단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경우 의정 활동 태만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한다. {e}

이 보수를 위의 게임 모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e', a+c+e

b'+d', a+c
a'+d', b+dⓐ ⓑ

ⓐ'

여당이 포기하는 경우 여당은 목표 미달성(b'), 미래 책임(c'), 의정 활

동 태만(e')으로 인해 b'+c'+e'를, 야당은 목표 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

래 책임으로 a+c+e를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저지하는 경우 여

당은 목표미달성,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d')으로 b'+d'를,

야당은 목표 달성(a), 미래 책임으로 a+c를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

당도 동조하여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여당은 목표 달성과

국정원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a'+d'를, 야당은 목표미달성과 국

정원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b+d를 얻게 된다.

아래에서는 {추진, 저지}가 내쉬 균형이 된 사실로부터 그 원인이 무었

이었는지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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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의 결과 및 해석

먼저 여당이 추진하는 경우를 가정했다면 야당은 a+c와 b+d를 비교하

여 저지·동조 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다.

ⓐ 야당은 미래의 책임인∣c∣가 목표 미달성 및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

한 비판인 ∣b+d∣보다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a>-c+b+d), 또는 법안

저지의 주관적 이득이 미래의 책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a>-c) 저지

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를 예상하는 여당은 b'+c'+e'와 b'+d'를 비교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

하므로, c'+e'<d'라면, 여당은 추진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는 여당이 포

기하는 경우에 지게 되는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의정활동 태만에 대한 비

판에 따른 손실을 합친 것이 추진하는 경우의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에 따른 이득보다 커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쉬 균형이 {추진, 저지}가 되었다는 것은 a+c>b+d, b'+c'+e'<

b'+d' 가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a+c>b+d는 ∣a∣<∣c∣이면서 ∣c∣가 ∣b+d∣보다 충분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성립한다. 따라서 균형이 {추진, 저지}였다면 이는 법안 저지라는

야당의 목표의 주관적 이득이 최소한 불확실한 미래의 책임보다는 컸거나

(∣a∣≧∣c∣), 야당이 예상하는 미래의 책임(∣c∣)이 목표 미달성 및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에 따른 주관적 손실(∣b+d∣)에 비하여

적어도 목표 성공에 따르는 이득 이상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변수는 c로서, 야당이 미래의 책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할수록 야당은 저지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것이다. 즉,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 및 파급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나 야당 스스로 저

평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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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당이 추진할 조건은 b'+c'+e'<

b'+d'이며, 이는 곧 ∣c'+e'∣>∣d'∣이다. 이는 여당이 법안 추진을 포

기하는 경우에 지게 되는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의정 활동 태만에 대한 비

판에 따라 지지도가 하락하는 손실이 법안 추진으로 인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지도가 하락하는 정도가 비교적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이

골고루 분포한다면, 법안을 추진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비판인 ∣e'∣와

법안을 추진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비판인 ∣d'∣의 크기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찬성하는 국민 중에 보안 산업 종사자 등 이익집단은 더욱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e'∣≈∣d'∣라면, 미래의 책임인 c가 0

이 아닌 한, ∣c'+e'∣≧∣d'∣가 성립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국가 사이버위

기관리법안」이 야당의 반대 끝에 폐기된 것을 보면, 야당이 미래에 지

게 될 수 있는 책임보다는 국정원 권한 강화와 여당의 법안 추진을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못지않은 찬성 의

견이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야당이 동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여당이 법안을 추진할 조건은

b'+c'+e'<a'+d'인데, a'가 양수라는 점에서 앞서 야당이 저지할 것이 예

상되는 경우에 여당이 추진할 조건인 b'+c'+e'<b'+d'보다 이 조건이 성

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형이 {추진, 동조}가 되어 법안이 통과되

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야당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법안의

주요 내용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입법에 성공하기 위

해서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한다는 목표를 포기할 만큼 법안에 반대함에

따라 미래에 지게 될지 모르는 책임을 충분히 크게 평가해야 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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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 발의 법안의 입법 실패 사례

1) 입법 과정의 개요

공성진 의원 등 17인이 제출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은 제18대 국

회 개원인 2008년 5월 30일로부터 약 다섯 달 후에 발의된 것이었는데,

제17대 국회 말경인 2006년 12월 28일에도 공성진 의원 등 17인은 ‘사이

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2008년 5월 29일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 법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그 제안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 2003년 1월 25일의 인터넷 대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08년까지의

사이버테러는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이나 개인정보유출, 해킹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 등 미시적인 수준의 사이버 공격과 혼용되어 쓰였던 것으

로 보인다.39)40) 또한 대표 발의자인 공성진 의원은 당시 사이버테러 방지

39) 당시 보안뉴스(2006.12.18.)와의 인터뷰에서 공 의원은 사이버테러로 인한 피해로 1.25

인터넷 대란과 2004년의 중국발 공공기관 정보 절취 해킹 사건 외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주가 판매하려한 사건, 대입 정시모

집 사이트가 수험생들의 사이버테러로 과부하가 걸려 마비되었던 사건 등을 들었음.

40)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매월 발간하는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는 2006년부터 해킹사고의 분류 중 기존의 ‘일반해킹’을 ‘단순침입

시도’와 ‘기타해킹’으로 세분하고 ‘단순침입시도’는 악성코드로 인하여 유발된 침입시도

를 신고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 시기 즈음부터 해킹 수법의 다양화 및 발전

양상에 맞춰 분류의 세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발간한 <2006년도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집>을 보면

2006년도의 사이버 위협의 특징을 정보유출과 금전적인 이득의 지향으로 보고, 앞으로

의 전망으로 ‘악성코드의 지능화’, ‘해킹수단 다변화’ 등을 언급하고 있었고 수록된 사례

들을 보면 홈페이지 경유,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싱사고, 각종 악성코드 감염사고, 홈페

이지 해킹사고 등으로서 APT 등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3년에는 전국의 인터넷이 마비된 1.25 인터넷 대란이 발생하여 사이버 보안

의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듬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개소되는 계기가

된 바 있으나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웜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서 인터

넷 마비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해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특정 시스템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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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추진하고 한국산업보안포럼의 초대회장을 맡는 등 해당 분야 의정

활동에서 선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법안과

관련된 여론 및 국민의 관심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41)

또한 2008년 법안에 비하여 그 내용이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을 국무총리로 하고, 그 위원장이 위기 사태 시의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

록 하게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에 대한 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음에

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 권한의 강화를 이유로 반대함에 따

라 폐기된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대선 및 총선이 이어진 2007년 말경부터 제17대국회 임기 만료 사이의

기간에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2006년 말에 발의

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야당의 의지와 자원의 투입이 부족하였다고 본

다. 한편 시기상으로 이 법안은 이는 제16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약 1년 남짓 남겨 놓고 발의되었는데, 재·보궐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의

패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42)은 당시

여당의 차기 집권을 확신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당시 이 법안에 대하여 여야가 크게 격돌하지는 않았고 국

민들의 관심도 크게 집중되지 않았으나, 법안의 내용 중 국정원의 권한

을 다소간 강화하는 내용이 통상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만 비교적 진보적

성향인 여당의 정책적 입장과 상통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전제하

면, 당시 여당은 차기 집권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을 비

판할 수밖에 없었고 집권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당시 야당 역시 마찬

가지여서 의욕적으로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본다.

으로 발생한 DDoS 대란 등과는 달리 일반 국민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체감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41) 동 인터뷰에서 공 의원은 일부 규정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만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차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42) 가상준 외,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호

통권 17호, 한국정당학회, 2010. 8.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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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추동력은 사실상 잃었지만 이 법안 추진으로 야당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는 국가 안전 보장에 중요한 새로운 분야의 법안을 발의하였

다는 것 자체로 이슈 발굴 및 제기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국

민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43)을 들 수 있겠다.

결국 2006년 발의 법안의 입법 게임의 해는 야당이 추진하고, 여당은

저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여야의 전략적 선택 및 행동에는

2008년의 입법 게임의 요소 중 일부도 작용했겠으나, 입법 과제를 발굴

하여 이슈제기를 선점하려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본다.

2) 입법 과정의 모형화

2006년 발의 법안의 입법 과정을 야당이 발의할지 포기할지를 정하면

야당이 저지할지 동조할지를 결정하는 순차게임으로 나타내면 앞의 게임

과 여야 간 위치만 바뀐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야당

여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43) 그 외에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 말에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

이게 한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반대로 열린우리당의 소신있는 정치적 입장 고수로 비

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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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2008년의 모형과 비슷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안 통과의 목표 달성 시 보수는 a, 실패 시는 b, 이와 관련된 비판은

여당의 경우 d', 야당의 경우 d, 이슈의 선점으로 보면 선점한 쪽이 f,

뒤쳐진 쪽이 g라고 설정하며, 다만 2008년에 비해 2006년에는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았다는 점에서 미래의 책임(c)의 현재가치(present value)가

훨씬 작았고 이슈 자체가 생소하여 의정 활동 태만에 따른 비판(e)도 거

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분석의 편의상 이들은 제외한다.

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g, a'+g'

f+b+d, g'+a' f+a+d , g'+b'+d'

N.E.

이 때 야당이 포기하면 여야는 목표 달성에 각각 성공, 실패하고 이슈

선점에 실패하므로 각각 a'+g', b+g를 얻고 야당이 추진 후 여당이 저지

하는 경우 야당은 이슈를 선점하나 목표는 실패하고 비판을 받으므로

f+b+d를 얻는 반면 여당은 이슈를 놓치지만 목표는 달성하므로 g'+a'의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야당이 추진하고 여당이 동조하여 법안이 통과되

는 경우 야당은 이슈를 선점하고 목표도 성공하나 비판을 받으므로

f+a+d를 얻고 여당은 이슈를 놓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므로 g'+b'+d'를 얻는다.

아래에서는 {추진, 저지}가 내쉬 균형이 된 사실로부터 그 원인이 무었

이었는지 유추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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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의 결과 및 해석

야당이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여당은 g'+a'와 g'+b'+d'를 비교하여 저

지·동조 여부를 결정하며, a'>b'+d'이면 여당이 저지하였을 것이다. 가정

에 따라 b', d'<0이므로 이 조건은 당연히 만족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어 여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야당의 입장

에서 b+g<f+b+d 가 성립해야 추진할 유인이 있게 되는데, 이슈 선점으로

인한 이득이 국정원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을 감안하더라도 양수이거나

(g<0<f+d), 음수라도 이슈 선점에서 뒤쳐짐에 따른 손실보다는 크다면,

야당은 추진했을 것이다.

즉, 게임의 균형이 {추진, 저지}로 나타났다는 것은 g'+a' > g'+b'+d'

와 b+g < f+b+d가 동시에 만족되었음을 의미한다. 먼저 g'+a' >

g'+b'+d'는 당연히 만족된다고 하였다. a'는 여당 입장에서 법안 저지를

원하는 정도에 대체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당은 법안의

저지를 강력하게는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제출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에 대하여 동조해줄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안

에 중립적이어서 a'가 0에 가깝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념에 다

소간 배치되는 법안에 동조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이용하겠다는 의도

가 아니라는 점은 피력할 수 있으나 국정원 강화에 따른 비판인 d’의 절

대값은 0보다는 클 것이므로 여전히 위 조건은 만족된다. 결과적으로 대

선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법

안에 동조하여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될 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b+g<f+b+d

가 성립해야 추진할 유인이 있게 되는데, 이는 이슈 선점으로 인한 이득

이 국정원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을 감안하더라도 양수이거나(g<0<f+d),

음수라도 이슈 선점에서 뒤쳐짐에 따른 손실보다는 크다는 조건이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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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당시 야당에서 이 법률안을 제출하고 추진한 것을 보면 야당의

집권이 불확실한 상태라도 국정원 권한 강화로 인해 받게 되는 비판은

법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국민의 사이버 안

보 의식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d가 작았던 반면, 차기 대선에서

여당의 지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슈 제기의 필요성이 비교적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입법 실패 사례의 시사점

처음 발의된 2006년으로부터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대선

과 총선이 2번씩 지나갔다.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12년

6월에도 지능형 지속 위협(APT) 수법을 이용한 중앙일보 전산망 해킹이

있었고 2013년 3월 20에는 금융사 및 방송사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있기

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입법의 여건을 충분히 성숙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의 인식 수준은 어

느 정도 올라갔다고 본다.

다만 당 차원에서 수년간 고수해왔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서 2008년 발의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둘러싼 오랜 대립은 앞으로의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안의 입법 과정 역시

험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2006년 발의 법안이 큰 관심 없이

임기 만료 폐기된 것과는 달리 새로이 발의되는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대립에서 벗어나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입법에 성공하기 위해

서는 상황 및 여건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국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

라서 다음 절에서는 어떠한 상황 및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어떠한 노력

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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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법률 제정 방안의 게임 이론적 도출

1. 모형의 설정

이 절에서의 분석은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 현실 상황에 보다 가깝다고

판단되는 2008년 발의 법안의 입법 과정을 기초로 모형을 설정하여 진행

하겠다. 또한 어느 당이 여당이 될지, 발의 시기는 언제일지 등에 대하여

가정을 달리하는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여당의 목표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원을 총괄기관으로 하려는 것이

며, 야당의 목표는 이러한 여당의 목표를 저지하는 것이다.44)

{성공시 a, 실패시 b}

ⓑ 법률 제정에 소극적인 경우,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 사이버 위협

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45) {c}

ⓒ 일부 국민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비판적이며, 이 법률안에 찬성하

는 정당은 지지도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d}

44) 이러한 여야의 목표는 전제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부분이 법률

안의 주요 쟁점 사항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 현실을 단순화하여 설정한 부

분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는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피면

접자인 전현직 정보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큰 틀에서 이에 동의하였다.

45) 선관위 DDoS 공격에 대하여 민주당은 국정원에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이는 국정원

의 헌법기관에의 기술 지원은 당해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게 해 놓은

「전자정부법」, 그리고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반대 등으로 국정원이 대응할 수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하였다. 앞으로 더 큰

사이버 테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가 올 경우 이와 같은 시선은 확대될 가능성

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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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

추진 저지(포기)

야

당

추진
a+d

a+d
b+c

b+d

저지
(포기)

b+d
b+c

b+c+e
b+c+e

ⓓ 법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다른 집단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경우 의정 활동 태만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한다. {e}

ⓔ 보수는 여야에 비대칭적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1) 모형 1 - 대칭적·정태적 게임

먼저 여야가 동일하게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시민 사회의 비판도

대칭적인 간단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만 각각 시민 사회의 비판을

받으므로, 목표성공(a)과 비판(d)으로 각각 a+d의 보수를 차지한다. 한쪽

이 추진하고 다른 쪽이 저지하는 경우 법안은 폐기되고, 추진한 쪽은 국

정원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을, 저지한 쪽은 미래의 책임(c)을 각각 부

담하므로 각각 b+d, b+c의 보수를 차지한다. 둘 다 포기하는 경우 각각

의정 활동 태만에 따른 비판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므로 각

각 b+c+e의 보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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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 – 정권 초기의 비대칭적·순차 게임

이제 여야의 목표가 상이하고 시민의 비판도 비대칭적인 경우를 보면,

시기적으로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시기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정권의 교체가 요원한 상황, 특히 대선 직후에 여당은 국정원 권

한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

이다. 즉, 야당의 목표는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여

야의 목표 및 국민의 입장이 비대칭적인 모형은 여당이 법안 발의 여부

를 결정하면 야당이 이에 대해 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차 게임의

형태가 된다.

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e', a+c+e

b'+d', a+c a'+d', b+d

여당이 포기하는 경우 여당은 목표 미달성(b), 미래 책임(c'), 의정 활

동 태만(e')으로 인해 b'+c'+e'를, 야당은 목표 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

래 책임으로 a+c+e를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저지하는 경우 여

당은 목표미달성,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d')으로 b'+d'를,

야당은 목표 달성(a), 미래 책임으로 a+c를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

당도 동조하여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여당은 목표 달성과

국정원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a'+d'를, 야당은 목표미달성과 국

정원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b+d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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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3 – 정권 말기의 비대칭적·순차 게임

정권 교체가 예상되어 여야가 모두 차기의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기

대감을 가지는 시기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집

권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높게 생각할수록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늘려주는 것에 찬성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전제에서 미리 언급하였듯이 집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야당이

먼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 또한 정치적인 부담이어서 발의자(선도자)는

여전히 여당으로 가정하며 국민도 이를 알기 때문에 야당이 법안에 동조

하는 경우에도 야당 집권에 대비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국가정보원의 권

한 강화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c', b+e+c

b'+d', b+c a'+d', a+d

여당이 포기하는 경우 여당은 목표 미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래 책임

으로 인해 b'+c'+e'를, 야당은 목표 미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래 책임

으로 b+c+e를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저지하는 경우 여당은 목

표미달성,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b'+d'를, 야당은 목표

미달성, 미래 책임으로 b+c를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도 동조하여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다면 여당은 목표 달성과 국정원 권한 강

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a'+d'를, 야당은 a+d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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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4 – 여당의 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경기자의 특성으로서 단순히 여·야의 위치만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도 사이버 상의 국가

안보에 대한 입장이 달라 이러한 이념 성향이 의사 결정의 게임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형 4와 5에서는 편의상 정당의 이념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지, 보수적인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은 국가정보원이 기득권 및 현 체제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의 권한 강화에 대해 덜 비판적일 수 있다.46)

먼저 여당이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우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이념에 따른 보수 차이는 그리스어로 표시한다.

ⓐ 진보적인 야당은 법률 제정을 통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적

대적이며, 법률 제정에 성공할 경우 이러한 이념에 따라 보수의 추가적

감소{+β}를 겪는다고 가정한다. 다만, 법 제정에 실패하는 경우 국가정

보원의 권한은 현행과 같으므로 이념에 따른 추가적 보수 증감은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 {+β}

ⓑ 법률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 사이버

위협 발생시 예상되는 미래 책임의 경우 일부 국민들은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반대의 주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47), 진보 정당이 더

46) 과거 2006년과 2008년의 입법 과정에서 각각 야당과 여당의 입장에 있었지만 둘다

비교적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발의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피면접자인 전현직 정보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이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47) 최근 민주통합당이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에 동조함

에 따라 편향된 이념을 가졌다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안보’에 힘을 기울이는 것 아니냐

는 분석(2013년 2월 13일, 미디어오늘)이 나오고 있듯이 극단적인 일부 세력들은 진보

적 이념을 북한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 동일시하기도 하므로 특히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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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γ}

ⓒ 일부 국민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이며, 이 법률안에 찬

성하는 정당이 지지도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단, 진보

적인 정당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덜 할 것이라고 본다.48)49){-δ}

ⓓ 의정 활동의 태만에 따른 비판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의 경우 보수적인 정당이 입법을 추진하리라 기대하게 마련

이므로50) 보수적인 정당이 더 크게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ε}

가. 정권 초기의 경우 (모형 4′)

이제 먼저 정권의 교체가 요원한 상황, 특히 대선 직후의 경우를 보면,

보수 여당

진보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e'+ε, a+c+e

b'+d', a+c+γ a'+d', b+β+d-δ

소행의 사이버 테러 발생시 이들 세력들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48) 이는 진보적인 정당은 국정원 강화에 보다 비판적일 것이라는 가정과 일관적이며,

피면접자인 전현직 정보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이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49) 소위 ‘호텔링의 정리’ 또는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르면 진보적인 정당도 자신의 정강

에 비하여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유권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 역시 진보적인 야당이 법안에 동조할 때의 페널티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50) 보수적인 정당은 현행체계의 안정을 바라며 외부 변수를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

으므로 보수정당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며, 진보정당은 오히려 다소 문제가 있

다고 보는 현행체계가 공고해지는 것에 반대하므로 이들이 발의할 것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피면접자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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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포기하는 경우에 여당은 목표 미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래 책

임으로 b'+c'+e'+ε의 보수를 얻고 야당은 목표 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

래 책임으로 a+c+γ+e를 얻게 된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저지하는 경

우 여당은 목표 미달성, 국정원 권한 강화로 b'+d'를, 야당은 목표 달성,

미래 책임으로 a+c+γ를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도 동조하는 경우

여당은 목표 달성과 국정원 권한 강화로 a'+d'를 얻고 야당은 목표 미달

성과 국정원 권한 강화로 b+β+d-δ를 얻게 된다.

나. 정권 말기의 경우 (모형 4″)

정권 교체가 예상되어 여야가 모두 차기의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기

대감을 가지는 시기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

한다.

보수 여당

진보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ε+c', b+e+c

b'+d', b+c+γ a'+d', a+β+d-δ

여당이 포기하는 경우 여당은 목표 미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래 책임

으로 b'+e'+ε+c'의 보수를, 야당은 목표 미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래 책

임으로 b+e+c+γ의 보수를 각각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은 저지하

는 경우에 여당은 목표 미달성, 국정원 권한의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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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를, 야당은 목표 미달성과 미래 책임으로 b+c+γ를 얻는다. 여당 추

진 후, 야당도 동조하여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여당과 야당은 목표 달성,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각각 a'+d', a+β+d-δ의 보수를

받는다.

5) 모형 5 – 여당의 성향이 비교적 진보적인 경우

이제 여당이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우를 분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이념에 따른 보수 차이는 그리스어로 표시한다.

ⓐ 보수적인 야당은 그 이념이 법률 제정을 통해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

는 것과 상충하지 않으므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보수의 감소가 적다고

가정한다. 한편, 집권여당은 그 이념이 진보적이라고 하여도 대통령 직속

의 국정원 권한 강화에 크게 적대적이지는 않다고 가정한다.51) {-β}

ⓑ 법률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 사이버

위협 발생시 예상되는 미래 책임의 경우 국민들이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반대의 주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 정당이 더 크게 경험

한다고 본다. {+γ'}

ⓒ 시민 사회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이며, 이 법률안에 찬

성하는 정당은 지지도의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단, 진보적인 정당이 찬

성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덜 할 것이다.52) {-δ}

51) 역사적으로 2006년도 법안의 경우 비교적 진보진영에 속했던 열린우리당이 법 제정

에 반대한 바 있으나, 이는 과거 정보기관과의 관계에서의 경험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크다는 일부 피면접자의 의견이 있었다.

52) 이는 모형 4에서와 같은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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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활동의 태만에 따른 비판의 경우 보수적인 정당이 입법을 추진

하리라 기대하게 마련이므로 보수적인 정당이 더 크게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ε}

가. 정권 초기의 경우 (모형 5′)

먼저 정권의 교체가 요원한 상황, 특히 대선 직후에는,

진보 여당

보수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γ'+e', a+c+e+ε

b + d ' - δ ,

a+c

a+d', a+da'+d'-δ, b-β+db'+d'-δ, a+c

여당이 포기하는 경우에 여당은 목표 미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래 책

임으로 b'+c'+γ'+e'의 보수를 얻고 야당은 목표 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

래 책임으로 a+c+e+ε를 얻게 된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저지하는 경

우 여당은 목표 미달성, 국정원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b'+d'-δ

를, 야당은 목표 달성, 미래 책임으로 a+c를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

당도 동조하는 경우 여당은 목표 달성과 국정원 권한의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a'+d'-δ를 얻고 야당은 목표 미달성과 국정원 권한 강화로 b-

β+d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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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권 말기의 경우 (모형 5″)

정권 교체가 예상되어 여야가 모두 차기의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기

대감을 가지는 시기에는 모형 3을 기준으로 할 때, ε와 δ가 추가하여 모

형을 설정한다. 의정 활동 태만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보수적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어느 정도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며,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은 국정원을 직속으로 두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쪽이 크게

받게 마련이나, 그 이념이 진보적이라는 점에서는 의혹과 비판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

진보 여당

보수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c'+γ', b+e+ε+c

b'+d'-δ, b+c a'+d'-δ, a-β+d

여당이 포기하는 경우 여당은 목표 미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래 책임

으로 b'+e'+c'+γ'의 보수를, 야당은 목표 미달성, 의정 활동 태만, 미래

책임으로 b+e+ε+c의 보수를 각각 얻는다.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은 저지

하는 경우에 여당은 목표 미달성, 국정원 권한의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

로 b'+d'-δ를, 야당은 목표 미달성과 미래 책임으로 b+c를 얻는다. 여당

추진 후, 야당도 동조하여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여당과 야당은 목표달

성,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으로 각각 a'+d'-δ, a-β+d의 보수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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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의 해

모형 1의 경우 정태적(static)인 모형으로서 게임의 해는 일반적인 내

쉬 균형(Nash equilibrium)을 찾는 방식을 취한다. 즉 여·야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best response)을 선

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 전략의 집합, 또는 이러한 상태

에서 어느 쪽도 자신의 전략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전략의 집합을

찾는다.

나머지 모형의 경우 동태적(dynamic)인 모형으로서 역시 내쉬 균형을

구하되, 역진 귀납(backward induction)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즉 여당이

먼저 포기·추진 여부를 결정한 후, 야당이 저지·동조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여당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야당이 저지할지 동조할지를 예

상하고 더 유리한 전략을 취하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차 게임의 마

지막 마디로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다.

두 모형 모두에서 게임의 해는 유일하지 않다. 게임의 보수(payoff)가

각각 상수가 아닌 변수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구성하는

각 변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게임의 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

떠한 결과(해)53)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은 각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로

설명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떠한 결과(해)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각 변

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도 도출해 낼 수 있다.

53)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동조하여 법안이 통과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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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 1 - 대칭적·정태적 게임

앞서 여야가 동일하게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시민 사회의 비판도

대칭적인 간단한 경우의 모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여 당

추진 저지(포기)

야

당

추진 a+d
a+d

b+c
b+d

저지
(포기)

b+d
b+c

b+c+e
b+c+e

가정상 a>0, b<0, c<0, d<0, e<0, 이므로,

ⓐ ∣d∣가 ∣b+c∣에 비해 충분히 작다면(a>b+c-d), 또는 ∣a∣≧∣d∣

인 경우, 즉 야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동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판에

따른 손실이 법안 추진 실패와 미래에 지게 될지도 모르는 책임에 따른

손실보다 작거나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경우의 이득이 비판의 크기보다

크다면, 내쉬 균형은 {추진, 추진}이 된다.

ⓑ 반대로, a+d<b+c이면, {추진, 추진}에서 이탈할 유인이 생기고,

b+d<b+c+e라면, 즉, d<c+e이면 {포기, 포기}가 내쉬 균형이 될 수 있다.

b, c<0 이므로 a+d<b+c의 조건은 곧 ∣a∣<∣d∣임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추진시 국정원 권한 강화 등으로 받을 비판의 크기가 통과되었을

때의 이득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 a+d<b+c이면서 b+d>b+c+e 이면, 한쪽은 추진하고 한쪽이 저지하는

{추진, 포기} 또는 {포기, 추진}이 내쉬 균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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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 – 정권 초기의 비대칭적·순차 게임

모형 2는 아래와 같이 설정한 바 있다.

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e', a+c+e

b'+d', a+c
a'+d', b+dⓐ ⓑ

ⓐ'

먼저 여당이 추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야당은 a+c와 b+d를 비교하여

저지·동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야당은 미래의 책임인∣c∣가 목표 미달성 및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

한 비판인 ∣b+d∣보다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a>-c+b+d), 또는 법안

저지의 주관적 이득이 미래의 책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a>-c) 저지

를 선택할 것이다.

이를 예상하는 여당은 b'+c'+e'와 b'+d'를 비교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

하므로, c'+e'<d'라면, 여당은 추진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여당이 포기

하는 경우에 지게 되는 미래에 대한 책임과 의정활동 태만에 대한 비판

에 따른 손실을 합친 것이 추진하는 경우의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

판에 따른 이득보다 커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내쉬 균형은 {추진, 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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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d')이 충분히 크다면 여당이 포기

할 수도 있고, 이때의 내쉬 균형은 {포기, 저지}이다.

ⓑ 만약 야당이 여당을 저지한다는 목표 미달성의 주관적인 손실에 비해

서 법안을 저지함으로써 미래에 지게 될 책임에 따른 주관적인 손실을

충분히 크게 평가한다면(a<-c), 야당은 법안에 동조하는 것을 선택할 것

이고,

이를 예상하는 여당은 b'+c'+e'와 a'+d'를 비교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

하는데, a가 양수라는 점에서 앞서 야당이 저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여당이 추진할 조건인 b'+c'+e'<b'+d'보다 b'+c'+e'<a+d'가 성립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내쉬 균형이 {추진, 동조}가 된다.

3) 모형 3 – 정권 말기의 비대칭적·순차 게임

정권 교체가 예상되어 여야가 모두 차기의 집권당이 될 수 있다는 기

대감을 가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다.

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c', b+e+c

b'+d', b+c a'+d', a+d

ⓐ-ⅰ)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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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야당은 b+c와 a+d를 비교하여

저지·동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b+c∣에 비해∣d∣가 충분히 크다면(a<b+c-d, a+d<b+c), 즉 야당

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동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판에 따른 손실이 법

안 통과 실패와 미래에 지게 될지도 모르는 책임에 따른 손실보다 충분

히 크다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이때, 여당이 포기하는 경우 b'+e'+c'를, 추진하는 경우 b'+d'를 얻을

수 있으므로, b'+e'+c'<b'+d' 인 경우 추진하게 된다.

위에서의 가정과 조건을 조합하면, ∣e'+c'∣>∣d'∣>∣d∣≫∣b+c∣

이므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에 여당은 추진하게 된다.

ⅰ) 이때는 내쉬 균형이 {추진, 저지}가 되지만,

ⅱ) ∣e'+c'∣<∣d'∣라면 {포기, 저지}가 내쉬 균형이 된다.

㉡ 반면, ∣d∣가 ∣b+c∣보다 충분히 크지 않다면(a>b+c-d, a+d>b+c),

야당은 동조할 것이다.

이때, 여당은 포기하는 경우 b'+e'+c'를, 추진하는 경우 a'+d'를 얻을

수 있으므로, b'+e'+c'<a'+d' 인 경우 추진하게 된다. b'+e'+c<0<a'이므

로 ∣d'∣가 아주 큰 값이 아닌 한 이 조건이 만족되어 {추진, 동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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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4 – 여당의 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경우

가. 정권 초기의 경우 (모형 4′)

여당이 야당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대선 직후와 같이

정권의 교체가 요원한 상황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다.

보수 여당

진보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e'+ε, a+c+e

b'+d', a+c+γ a'+d', b+β+d-δ

ⓐ ⓑ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야당은 a+(c+γ)와 (b+β)+(d-δ)를

비교하여 저지·동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야당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유사하게 ∣c+γ∣가 목표 미달성 및 국정

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인 ∣(b+β)+(d-δ)∣보다 충분히 크지 않다면,

또는 법안 저지 성공의 이득이 미래의 책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저지

를 선택할 것이다.

이를 예상하는 여당은 b'+c'+e'+ε와 b'+d'를 비교하므로, c'+e'+ε < d'

라면 추진을 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ε(<0) 항의 추가로 인해

모형 2의 조건(b'+e'+c'<b'+d')에 비하여 이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더

욱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쉬 균형은 {추진, 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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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야당이 여당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한

주관적인 손실에 비해서 법안을 저지함으로써 미래에 지게 될 책임을 충

분히 크게 평가한다면(a≪-c), 야당은 동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모형 2의 조건(a+c>b+d)에 비하여 야당이 저지하는 경우에 ∣γ

∣만큼 보수가 줄어들고 동조하는 경우에는 ∣β-δ∣만큼 보수가 줄어드

는데, ∣γ∣가 ∣β-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동조할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

또한 모형 2에서 b'+c'+e'< a'+d'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자연스럽게

b'+c'+e'+ε< a'+d'도 성립하므로 야당이 동조한다면 여당은 추진할 것이

고 이러한 경우에는 내쉬 균형이 {추진, 동조}가 된다.

나. 정권 말기의 경우 (모형 4″)

반대로 정권 교체가 예상되어 여야가 모두 차기의 집권당이 될 수 있

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시기의 모형은 다음과 같았다.

보수 여당

진보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ε+c', b+e+c

b'+d', b+c+γ a'+d', a+β+d-δ
ⓐ-ⅰ)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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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야당은 b+c+γ 와 a+β+d-δ를 비교

하여 저지·동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b+c+γ > a+β+(d-δ) 이라면, 즉 야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동조함으

로써 얻게 되는 비판에 따른 손실이 법안 추진 실패와 미래에 지게 될지

도 모르는 책임에 따른 손실보다 충분히 크다면 야당은 저지할 것이다.

이 때 여당은 포기하는 경우에 b'+e'+ε+c'를, 추진하는 경우 b'+d'를 얻

을 수 있으므로, b'+e'+ε+c'<b'+d' 인 경우 추진하게 된다. 이는 여당이

법률안 제정을 포기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태만히 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

과 관련된 손실이 법률안 제정이라는 목표를 추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보다는 크다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이때는 내쉬 균형이 {추진, 저지}가 되지만,

ⅱ) 후자의 손실이 오히려 크다면 {포기, 저지}가 내쉬 균형이 된다.

다만 보수 정당이 관련 법률안 발의를 태만히 했다는 추가적인 비판(ε)

의 도입으로 인해 ⅰ)의 가능성이 모형 3에 비해서는 높다고 하겠다.

㉡ 반면 b+c+γ < a+β+(d-δ) 이라면, 즉 야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동조

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판에 따른 손실에 비해 법안 추진 실패와 미래에

지게 될지도 모르는 책임에 따른 손실이 크다면 야당은 동조할 것이다.

이 때 여당은 포기하는 경우 b'+e'+ε+c'를, 추진하는 경우 a'+d'를 얻을

수 있으므로 b'+e'+ε+c'<a'+d'인 경우 추진하게 되는데, 모형 3에서

b'+e'+c'<a'+d'가 성립했으므로 b'+e'+ε+c'<a'+d'도 성립하고, 따라서 여

당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 경우의 내쉬 균형은 {추진, 동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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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형 5 – 여당의 성향이 비교적 진보적인 경우

가. 정권 초기의 경우 (모형 5′)

여당이 야당에 비해 진보적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대선 직후와 같이

정권의 교체가 요원한 상황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 바 있다.

a'+d'-δ, b-β+d

진보 여당

보수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γ'+e', a+c+e+ε

b'+d'-δ, a+cⓐ ⓑ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야당은 a+c 와 (b-β)+d 를 비교

하여 저지·동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야당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유사하게 ∣c∣가 목표 미달성 및 국정원 권

한 강화에 대한 비판인 ∣(b-β)+d∣보다 충분히 크지 않다면, 즉 법안 저지

성공의 이득이 미래의 책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저지를 선택할 것이다.

이를 예상하는 여당은 b'+c'+γ'+e' 와 b'+d'-δ를 비교하므로, c'+γ'+e'

<d'-δ'라면 추진을 선택할 것이다.

앞서의 모형 2와 4에서, b'+c'+e'< b'+d' 및 b'+c'+e'+ε<b'+d'의 조건

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γ', δ'(<0) 항의 추가로 포기 시

의 페널티는 커진 반면, 추진 시의 비판은 작아져 추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내쉬 균형은 {추진, 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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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야당이 여당을 저지한다는 목표 미달성의 주관적인 손실에 비해

법안을 저지함으로써 미래에 지게 될 책임을 충분히 크게 평가한다면, 야

당은 동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야당이 저지하는 경우의 보수는 모형

2와 같으나 동조하는 경우에는 ∣β∣만큼 보수가 늘어나므로 동조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 결국 ∣β∣가 커질수록 야당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

모형에서 여당은 b'+c'+e'<a'+d'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연스럽

게 b'+c'+γ'+e'<a'+d'-δ도 성립하여 야당이 동조하는 경우에 여당은 추진

할 것이고, 이 경우 내쉬 균형이 {추진, 동조}가 된다.

나. 정권 말기의 경우 (모형 5″)

반대로 정권 교체가 예상되어 여야가 모두 차기의 집권당이 될 수 있

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시기의 모형은 다음과 같았다.

진보 여당

보수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c'+γ', b+e+ε+c

b'+d'-δ, b+c a'+d'-δ, a-β+d

ⓐ-ⅰ)
ⓑ

ⓐ-ⅱ)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야당은 b+c와 a-β+d를 비교하여

저지·동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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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 a-β+d라면, 즉 야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동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판에 따른 손실이 법안 추진 실패와 미래에 지게 될지도 모르는

책임에 따른 손실보다 충분히 크다면 야당은 저지할 것이다.

이 때 여당은 포기하는 경우 b'+e'+c'+γ'를, 추진하는 경우 b'+d'-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후자가 큰 경우 추진하게 되며, 이는 여당이 법률안 발

의를 포기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태만히 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된

손실이 법률안 제정이라는 목표를 추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손실보다는 크다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이때는 내쉬 균형이 {추진, 저지}가 되지만,

ⅱ) 후자의 손실이 오히려 크다면 {포기, 저지}가 내쉬 균형이 된다.

다만 γ'와 δ의 도입으로 인해 ⅰ)의 가능성은 모형 3에 비해서 높다.

ⓑ 반면, b+c < a-β+d라면, 즉 야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동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판에 따른 손실에 비해 법안 추진 실패와 미래에 지게 될지

도 모르는 책임에 따른 손실이 크다면 야당은 동조할 것이다.

이 때 여당은 포기하는 경우 b'+e'+c'+γ'를, 추진하는 경우 a'+d'-δ를

얻을 수 있으므로, b'+e'+c'+γ'<a'+d'-δ 인 경우 추진하게 된다.

모형 3에서 b'+e'+c'<a'+d' 가 성립한다면 b'+e'+c'+γ'<a'+d'-δ도 성립

하므로 여당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경우 내쉬 균형은 {추진, 동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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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 해석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입안을 추진하거나 한쪽이 추

진하고 다른 한 쪽이 동조하는 경우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법안은 폐기

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게임의 해가 법안이 통과되는 결과로 나

타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상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제정

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모형 1 - 대칭적·정태적 게임

여야가 동일하게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시민 사회의 비판도 대칭

적인 간단한 경우에 {추진, 추진}이 내쉬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a+d>b+c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 당

추진 저지(포기)

야

당

추진
a+d

a+d
b+c

b+d

b+d
b+c

b+c+e
b+c+e

저지
(포기)

변수들 중 a만 양수이므로, 위 조건은 ∣a∣<∣d∣이고 ∣d∣가 ∣b+c

∣에 비해 충분히 큰 경우가 아닌 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양당 간의

입장이 대칭적인 상황에서 입법 성공 여부에 따른 주관적 손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변수는 c와 d, 즉, 향후의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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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발생 시 입법 미비에 대하여 지게 될 책임(c)과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가 예상됨에 따른 시민 사회의 비판으로 인한 지지도 하락(d)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입법에 실

패할 공산이 크고, 입법의 미비로 인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는 것에 대

한 경계심이 크다면 입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이 정보기관이

특정 정당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것이 여야에 대칭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d는 ∣a∣<∣d∣, 또는 ∣d∣≫∣b+c∣를 만족시킬 정도로 그 절

대값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법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사이버 테러 등의 수단이 정교해 질수록 미래의 책임(c)은 더

커진다고 할 것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모형1의 게임의 해는 {추진, 추진}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 모형 2 – 정권 초기의 비대칭적·순차 게임

여야의 목표 및 국민의 입장이 비대칭적인 모형으로서 먼저 정권 초기

의 경우의 순차 게임의 해가 {추진, 동조}가 되기 위해서는 a+c<b+d,

b'+c'+e'< a'+d' 가 성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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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e', a+c+e

b+d', a+c
a+d', b+dⓐ ⓑ

ⓐ'

a+c<b+d는 여당이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야당이 동조할 조건으로서,

∣a∣<∣c∣이면서 ∣c∣가 ∣b+d∣보다 충분히 큰 경우인 경우에만 성

립한다. 즉, a>0이기 때문에 b+d보다 a+c가 작으려면 ∣c∣가 충분히 커

야 한다.

이는 법안 저지라는 야당의 목표의 주관적 이득에 비하여 불확실한 미래

의 책임을 훨씬 크게 생각하고(∣a∣≪∣c∣), 야당이 예상하는 미래의 책

임(∣c∣)은 목표 미달성 및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에 따른 주관

적 손실(∣b+d∣)에 비하여 적어도 목표 성공에 따르는 이득 이상만큼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법안 통과를 위해 중요한 변수는 c로서, 야당이 미래의 책임의

현재 가치(present value)를 크게 느껴야만 동조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 및 파급 효

과에 대하여 국민이나 야당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야당이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당이 추진할 조건은

b'+c'+e'< a'+d'이다. 즉, 여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비판을

감안한 법안 통과 성공 시의 기대 보수가 그 비판을 피하는 대신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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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와 미래의 책임과 의정 활동 태만에 대한 비판까지 겪는 경우의 기

대 보수에 비하여 크다면 추진한다. 이는 애초에 목적 자체를 법안의 통

과로 설정한 이상, 야당이 동조해 주는 경우에도 여당이 추진하지 않을

리는 없다는 상식이 실제로 통하기 위한 조건이다.

결국 여당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는 d'로서, 법안 추진으로 인해 국정

원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지도가 하락하는 정도가 d'가

적어도 법안 통과의 주관적 이득인 a'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은 한

여당은 추진을 선택할 것이다. 더욱이 이 조건은 a가 양수라는 점에서

앞서 과거 2008년 발의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저지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에 여당이 추진한 경우의 조건으로서 이미 만족된 바 있는

b'+c'+e'<b'+d'보다 성립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이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기만 한다면 여당은 추진하여 내

쉬 균형이 {추진, 동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

년의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상태에서도 야당이 동조할 것으로 예상

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3) 모형 3 – 정권 말기의 비대칭적·순차 게임

모형 3은 정권 말기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대선의 결

과에 따라 어느 쪽이 여당이 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권한

을 강화하여 주는 법안에 대하여 통상 적극적이게 마련인 여당도 신중해

질 수 있고, 반대하던 야당도 어느 정도 호의적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54). 따라서 목표 성공 및 실패의 보수인 a, a', b, b'가 정권 초

기보다는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4) 피면접자인 전현직 정보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이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 99 -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야당이 법안

에 동조하게 되는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야당이 집권을 대비하여 국가

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의도한다는 의심의 정도인 d는 다른시기에 비해

서는 다소 클 수 있다.55)

여당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c', b+e+c

b'+d', b+c a'+d', a+d

ⓐ-ⅰ)
ⓑ

ⓐ-ⅱ)

이러한 가정 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b+c<a+d, b'+e'+c'<a'+d'

가 모두 성립하여야 한다.

먼저 b+c<a+d가 성립하지 않아 야당이 저지하는 경우는 ∣b+c∣에 비

해∣d∣가 충분히 커서 0 < a <b+c-d의 관계가 성립할 때이다. 즉 야당

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동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판에 따른 손실(d)이

적어도 여당 저지에 따른 이득만큼 목표 실패와 미래에 지게 될지도 모

르는 책임에 따른 손실(b+c)보다 크다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이 모형이 정권 말기의 상황을 가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a, b가 다른 시기에 비해 작고 d는 클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다른 조건

이 동일하다면 0 < a <b+c-d의 조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55)부록의 3번 및 5번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답변들로부터도 이러한 가능성을 도출

해 볼 수 있다. 즉, 국민이 국정원 강화와 관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집단에 대하여 더 강할 것이며 이러한 집단은 대선을 통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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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래의 책임인 c의 절대값이 커져서 ∣c∣> ∣a+d-b∣ 가 성립

하는 경우에는 야당이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 a가 양수임을

고려하면 모형 2의 a+c<b+d보다는 이 모형의 b+c<a+d가 성립할 가능성

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야당이 동조한다면 여당은

b'+e'+c'<a'+d' 인 경우 추진하게 되는데, b'+e'+c<0<a'이므로 ∣d'∣가

아주 큰 값이 아닌 한 이 조건이 만족되어 {추진, 동조}가 될 것이다.

∣c∣가 커져야 한다는 것은 즉, 대선을 앞둔 시기에 여당이 주도하여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과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

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이버 위기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정치권 스스로의 의식과 이러한 부담을 체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불확실한 의원 개개인의 재선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양

당 중에 곧 도래할 대선에서 집권하는 쪽이 새로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다면 게임은 다시 위의 모형2와 같은 형태가 되므로 더욱 통과되기 어려

워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권 말기가 통과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한 상

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모형 4 – 여당의 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경우

가. 정권 초기의 경우(모형 4′)

여당이 야당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대선 직후와 같이

정권의 교체가 요원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조건은 a+(c+γ) <

(b+β)+(d-δ)와 b'+c'+e'+ε < a'+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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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여당

진보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e'+ε, a+c+e

b'+d', a+c+γ a'+d', b+β+d-δ

ⓐ ⓑ

먼저 a+(c+γ) < (b+β)+(d-δ)는 야당이 동조하기 위한 조건인데, 미래

책임인 ∣c+γ∣가 목표 미달성 및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인 ∣(b+

β)+(d-δ)∣보다 충분히 크거나, 야당이 여당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한 주관적인 손실에 비해서 법안을 저지함으로써 미

래에 지게 될 책임을 충분히 크게 평가하는 경우(a≪-c)라고 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a+c>b+d 조건이 성립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여기에서

는 야당이 저지하는 경우에 ∣γ∣만큼 보수가 줄어들고(c가 작아지고), 동

조하는 경우에는 ∣β-δ∣만큼 보수가 변하므로 ∣γ∣가 ∣β-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a+(c+γ) < (b+β)+(d-δ) 가 성립하여 동조할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다.

먼저 γ의 경우 반대가 주로 야당의 진보적인 성향 때문이라는 오해 때문

에 겪는 추가적인 책임이므로 이러한 오해가 클수록 저지하는 경우의 부담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β-δ항의 경우 β의 절대값은 작을수록, δ의 절대값

은 클수록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각각 야당이 진보적이어서 법

률 통과 시 정강 또는 이념과 충돌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수하게 될 손실,

정당이 진보적일수록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의도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관

련한 비판의 축소 정도 또는 호텔링의 정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보수적

법률에 동조함으로써 지지율이 증가하는 정도와 비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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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γ와 δ는 진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의존하는 측면이 큰

반면, β는 진보 야당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보 야당이 법안에 동조할 가능성은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진

보적이라고 느끼는 정도와 비례하는 측면이 있으나, 오히려 정당의 이념은

덜 진보적일수록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여당이 야당이 법안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b'+c'+e'+ε < a'+d'가 성립하여야 추진할 것인데, 모형 2에서 이미

b'+c'+e' < a'+d'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ε<0임을 고려하면 자연스

럽게 b'+c'+e'+ε < a'+d'도 성립하여 야당이 동조한다면 여당은 추진할

것이고 내쉬 균형이 {추진, 동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형 2에 비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경우

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나. 정권 말기의 경우 (모형 4″)

반대로 정권 교체가 예상되어 여야가 모두 차기의 집권당이 될 수 있

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여당이 보수적인 경우에는

b+c+γ < a+β+(d-δ)와 b'+e'+ε+c'<a'+d'가 성립해야 한다.

보수 여당

진보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ε+c', b+e+c

b'+d', b+c+γ a'+d', a+β+d-δ
ⓐ-ⅰ)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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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c+γ < a+β+(d-δ) 는 야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동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비판에 따른 손실에 비해 저지하는 경우의 법안 추진 실패와

미래에 지게 될지도 모르는 책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조건이다.

a만 유일한 양수임을 고려하면 이 조건은 모형 4′의 a+(c+γ) < (b+

β)+(d-δ)에서 a와 b만 서로 바뀐 형태이므로 성립되고 야당이 동조할 가

능성은 모형 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정권 말기의 a, b가 모형

3에서와 같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형 3에서 b+c<a+d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여기에 더하여 모형 4′와 같이

β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δ와 γ의 절대값이 클수록 b+c+γ < a+β+(d-δ) 가

성립하여 동조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여당이 추진할 조건은 모형 4′와 같으며, 이에 따라 내

쉬 균형이 {추진, 동조}가 될 수 있다.

5) 모형 5 – 여당의 성향이 비교적 진보적인 경우

가. 정권 초기의 경우 (모형 5′)

여당이 야당에 비해 진보적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대선 직후와 같이

정권의 교체가 요원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조건은 a+c < (b-β)+d와

b'+c'+γ'+e'< a'+d'-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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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δ, b-β+d

진보 여당

보수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c'+γ'+e', a+c+e+ε

b'+d'-δ, a+cⓐ ⓑ

먼저 a+c < (b-β)+d의 경우 모형 4′의 a+(c+γ) < (b+β)+(d-δ)에 비하

여 γ와 δ가 없는 것이 다르므로 γ와 δ가 음수임에 비추어 모형 4′에 비

하여 여기에서의 a+c < (b-β)+d는 보다 성립하기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모형 2의 a+c < b+d와 비교하는 경우에는 β의 추가로 a+c

< (b-β)+d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정권 초기에는 야당

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때 오히려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모형과 같이 야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에서는 야당 스

스로가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도와 그에

따라 법률 통과에 따른 보수 감소가 줄어드는 정도인 ∣β∣가 커질수록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단순하게 말한다면 야당 스

스로의 노선이 더 보수적일수록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형 2에서 여당은 b'+c'+e' < a'+d'일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b'+c'+γ

'+e' < b'+c'+e' < a'+d' < a'+d'-δ 이므로 자연히 b'+c'+γ'+e' <

a'+d'-δ도 성립하여 야당이 동조하는 경우에 여당은 추진할 것이고, 이

경우 내쉬 균형이 {추진, 동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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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권 말기의 경우 (모형 5″)

한편 정권 교체가 예상되어 여야가 모두 차기의 집권당이 될 수 있다

는 기대감을 가지는 시기에는 b+c < a-β+d와 b'+e'+c'+γ'<a'+d'-δ가 동

시에 성립하여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진보 여당

보수 야당

포기
추진

저지 동조

b'+e'+c'+γ', b+e+ε+c

b'+d'-δ, b+c a'+d'-δ, a-β+d

ⓐ-ⅰ)
ⓑ

ⓐ-ⅱ)

b+c < a-β+d는 모형 3의 b+c < a+d보다는 완화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형 4″의 b+c+γ < a+β+(d-δ)와 비교할 때 a-β+d와 a+β+(d-δ)

중 어느 쪽이 큰 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형의 조건이 더 강한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b+c+γ < b+c < a-β+d < a+β+(d-δ), 즉 ∣δ∣>

∣2β∣라면, 정권 말기의 경우에도 모형 4″와 같이 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우에 동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진보적인 야당이 법안에 찬성하는 경우에 국정원 권한 강화의 의도가 있

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정도(δ)가 보수적인 야당 스스로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우호적인 정도(β)의 두 배 넘게 큰 경우

로서 비교 및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 모형 자체에서 야당 스스로의 노선이 더 보수

적일수록 ∣β∣가 커져서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일관적이라

고 하겠다. ∣β∣가 커질수록 ∣δ∣>∣2β∣가 성립하기 어려워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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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우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모형 4″에서 ∣β∣가 작을수록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과 반대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형 4

에서의 β는 야당이 진보적이어서 법안이 통과되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

하는 경우에 정당의 이념과 배치되므로 주관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정도인

반면, 여기에서의 β는 야당이 보수적이어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여

당에 유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정당의 이념에는 일치되므로 주관적 이득

을 얻게 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당 스스로 취하는 이념적

인 입장은 모형 4″의 ∣β∣가 작아 덜 진보적인 경우와 이 모형의 ∣β

∣가 커서 더 보수적인 경우, 즉 보수적일수록 법안에 우호적일 가능성

이 높다고 보인다.

만약 b+c < a-β+d가 성립하여 보수적인 야당이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 여당은 b'+e'+c'+γ'<a'+d'-δ 인 경우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모형 5′와 같은 조건이므로 역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즉, b+c < a-β

+d가 성립한다면 법안은 통과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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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별 법안 통과를 위한 조건】

야당이 동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당은 모든 모형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이하의 조건은 야당이 동조할 조건과 같음. 

a : 목표 성공시 야당의 주관적 이득 
(정권 초기-여당 저지, 정권 말기 및 대칭상황 – 법안 통과)  

b : 목표 실패시 야당의 주관적 손실

c : 법안 추진을 저지하는 경우 향후 사이버 테러 발생시의 책임에 따라 지지율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d : 법안에 동조하는 경우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비판에 따라 지
지율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β : 진보적 성향의 야당이 정강 또는 이념과 배치되는 법안에 동조함으로써 겪는 추
가적인 주관적 손실
 보수적 성향의 야당이 정강 또는 이념에 합치되는 법안에 동조함으로써 겪는 주
관적 손실의 감소분 (부분적인 주관적 이득)

γ : 진보적 성향의 정당은 주로 그 이념에 의하여 법안에 반대한다는 오해로 인하여 
c가 커짐에 따른 추가적 손실

δ : 진보적 성향의 정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 의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비판
이 줄어듦에 따라 손실이 줄어드는 정도 (음수) 

모      형 조    건 만 족 가 능 성 

1  (여야 모두 통과를 원하는 대칭적 모형) a+d > b+c 매우 높음

2  (정권초기에 여당이 발의하는 모형) a+c < b+d 매우 낮음

3  (정권말기에 여당이 발의하는 모형) b+c < a+d 다소 높음

4′ (정권초기에 보수적 여당이 발의하는 모형) a+(c+γ) < (b+β)+(d-δ) 약간 낮음

4″(정권말기에 보수적 여당이 발의하는 모형) b+c+γ < a+β+(d-δ) 다소 높음

5′ (정권초기에 진보적 여당이 발의하는 모형) a+c < (b-β)+d 낮음

5″ (정권말기에 진보적 여당이 발의하는 모형) b+c < a-β+d 높음

모형 1 : 여야 입장이 대칭적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
(∣a∣<∣d∣이고 ∣d∣가 ∣b+c∣에 비해 충분히 큰 경우가 아닌 한 성립)

모형 2 : 제18대국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의 책임(c)을 크게 생각하지 않
는 한 통과가 어렵다고 봄.

(∣a∣<∣c∣이면서 ∣c∣가 ∣b+d∣보다 충분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되지 않음)

모형 3 : 대선에서의 승패가 불확실하므로 여야 모두 적극적일 이유가 없으며 시민
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

(정권 말기의 상황이므로 a, b가 다른 시기에 비해 작고 d는 클 것임.)

모형 4′ : 모형 2에 비하여 야당이 저지하는 경우에 ∣γ∣만큼 보수가 줄어들고, 동
조하는 경우에는 ∣β-δ∣만큼 보수가 변하므로 ∣γ∣가 ∣β-δ∣에 비해 상대
적으로 커질수록 모형 2의 상황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높음.

모형 4″ : 모형 4′의 조건에서 a와 b가 서로 바뀐 형태이므로 통과 가능성이 더 높음.

모형 5′ : 모형 4′에 비하여 음수인 γ와 δ가 없는 형태로서 통과가 더 어렵지만, 음
수인 β항으로 인해 모형 2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높음. 

모형 5″ : 모형 3보다는 완화된 조건이며, ∣δ∣>∣2β∣이 아닌 한 모형 4″보다도 
완화된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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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해결방안

위의 분석 결과 법안 통과를 위한 중요 변수와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통과 가능성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관

계의 방향은 의미가 있으나 관계의 크기는 말할 수 없다.56)

【법안 통과를 위한 중요 변수】

모형 조    건 a b c d β γ δ

1  a+d > b+c ↑ ↑ ↑ ↓

2  a+c < b+d ↓ ↓ ↑ ↓

3  b+c < a+d ↑ ↑ ↑ ↓

4′ a+(c+γ) < (b+β)+(d-δ) ↓ ↓ ↑ ↓ ↓ ↑ ↑

4″ b+c+γ < a+β+(d-δ) ↑ ↑ ↑ ↓ ↓ ↑ ↑

5′ a+c < (b-β)+d ↓ ↓ ↑ ↓ ↑

5″ b+c < a-β+d ↑ ↑ ↑ ↓ ↑

※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각 변수의 절대값 증감에 따른 법안 통과 가능성  

먼저 a와 b는 각각 법안의 저지(정권 초기) 또는 법안 통과(정권 말기

및 동시 게임)의 목표 성공이 경기자에게 가져다주는 주관적 이득과 실패

시의 주관적 손실로서, 목표가 법안의 저지인 경우(모형 2, 4′, 5′) 법안

통과 가능성과 각각 음의 관계에 놓이고 법안의 통과인 경우(모형 1, 3,

4″, 5″)에는 각각 양의 관계에 놓인다.

c와 d는 모형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사이버

위기 발생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여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반대한 쪽이 받는 비판의 크기와 비례하는 c는, 클수록 법안 통과

에 유리하다. 반면에 법안의 정당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국가정

보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추진하거나 이에 동조하

는 측에 대한 비판의 크기와 비례하는 d는 클수록 법안 통과에 불리하다.

β의 경우 야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이다. 모형 4의 β는 야당이 진보적이어서 법

56) 즉, c와 d 중 어떤 변수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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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통과되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경우에 정당의 이념과 배치됨에

따라 주관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정도로서 그 절대값이 클수록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반면, 모형 5의 β는 야당이 보수적이어서 국정원의 권한이 강

화되어 여당에 유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정당의 이념에는 일치함에 따라

주관적 이득을 얻게 되는 정도로서 그 절대값이 클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

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야당 스스로 취하는 이념적인 입장이 보수적일

수록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γ는 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경우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법안의 통

과 가능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법안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대

를 주로 그들이 생각하는 진보적 이념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는 일부 세

력이 진보 정당에게 입법 교착 상태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의 진보 정당에 대한 인

식이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그러한 세력이 다수의 국민을 포함하고 있을

수록 진보적인 야당이 이러한 누명을 벗기 위하여 법안에 동조하고 그

결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δ는 진보적인 정당이 법안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법안 통과로 인해 추구

하는 이념이 체제의 영속이라는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정

보원의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이것이 진보 정당의 목표라고는 보기 어렵다

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가 줄어드는 정도, 또는 진보 정당이 보수적인 법안

을 지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유권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서, 시기에 상

관없이 법안 통과 가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δ의 크기를 결정하

는 데에는 진보 정당 스스로 취하는 이념적 입장 외에도 국민이 해당 정

당을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지, 또는 진보 정당이 야당인지 여당인

지57)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7) 호텔링의 정리는 유권자의 이념 스펙트럼에 따른 분포도에 영향을 받는다. 진보 정

당이 야당인 경우, 보수 여당이 유권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진보 정

당이 여당인 경우에 비해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유권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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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별 설명】

a : 목표 성공시 야당의 주관적 이득 
(정권 초기-여당 저지, 정권 말기 및 대칭상황 – 법안 통과)  

b : 목표 실패시 야당의 주관적 손실

c : 법안 추진을 저지하는 경우 향후 사이버 테러 발생시의 책임에 따라 지지율이 하
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d : 법안에 동조하는 경우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비판에 따라 지
지율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β : 진보적 성향의 야당이 정강 또는 이념과 배치되는 법안에 동조함으로써 겪는 추
가적인 주관적 손실
 보수적 성향의 야당이 정강 또는 이념에 합치되는 법안에 동조함으로써 겪는 주
관적 손실의 감소분(부분적인 주관적 이득)

γ : 진보적 성향의 정당은 주로 그 이념에 의하여 법안에 반대한다는 오해로 인하여 
c가 커짐에 따른 추가적 손실

δ : 진보적 성향의 정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 의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비판
이 줄어듦에 따라 손실이 줄어드는 정도 (음수) 

모형 1, 3, 4″, 5″ 모형 2, 4′, 5′  

a 

여야의 입장이 대칭적이거나, 정권 

말기에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야당도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그 통과로 인

한 주관적 이득이 클수록 야당이 합

의하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야당의 목표가 여당에게 유리한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인 경우에는 저지

로 인한 주관적 이득이 클수록 야당

이 합의하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음

b

법안 통과에 실패하는 경우의 주관적 

손실이 클수록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음

여당을 저지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야

당의 주관적 손실이 클수록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음

전체 모형

c

야당이 법안 추진을 저지하는 경우 향후 사이버 테러 발생시 국민들이 야당

에게 물을 책임의 크기와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될수록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음

d

야당이 법안에 동조하는 경우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야당

에게 제기할 비판의 크기와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될수

록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음

모형 4′, 4″ 모형 5′, 5″  

β

진보적인 야당이 정강 또는 이념과 

배치되는 법안에 동조함으로써 겪는 

추가적인 주관적 손실이 커질수록 합

의해 줄 가능성이 낮음

비록 여당에 유리한 법안이라도 통과

되는 경우 보수적인 야당의 이념에는 

일치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얻는 주관

적 이득이 커질수록 법안 통과 가능

성이 높음

모형 4′, 4″

γ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야당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

는 경우 향후 사이버 테러 발생시 진보 성향을 법안에 대한 주된 반대 이유

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야당에 물을 책임과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폭이 커지

므로 그 정도가 커질수록 야당이 합의해 줄 가능성이 커짐

δ

진보적 성향의 야당이 법안에 동조하는 경우 국민들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하는 정도가 비교적 줄어들 것이므로 그 정도가 커질수록 야당이 합의해 

줄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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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가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위 모형들에서 법안이 부결

되거나 상정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는 의정활동 태만에 대한 비판(e)과

미래에 대한 책임(c)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위 법안의 필요성에 대

해 공감하는 정도가 커지는 경우 이러한 페널티는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

므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국민이 법안의 취지를 이

해하고 국가정보원 권한의 강화는 적어도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면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d)이 줄어들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한 일부 국민들이라도 법안에 반대하는 진보 정당에 대하여는 더 큰 책임

(γ)을 묻는다면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인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58) 오히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은 특정 사건의 발생, 예를 들어 광범위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여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등 법안 통과에 유리한 여론이 조성

되는 경우라든지 국정원의 권한 남용 사건이 발생하여 권한을 축소해야한

다는 목소리가 커짐으로써 법안 통과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 등

에 의하여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둘째는 정치권 스스로 변하는 방안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보다 정책 지

향적으로 바뀐다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심사하

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위원들이 보다 장기

58)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대

국민 설문조사(전국의 성인남녀 1,029명 대상)에 따르면 사이버테러의 발생 가능성은

43.6%로 높게 보면서도,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1+2+3 순위 복수응답)으로는 9.9%의 응

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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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계를 갖는다면 미래에 사이버 테러 발생 시 이에 대응할 근거 법

률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지게 되는 책

임의 현재 가치를 보다 크게 생각할 것이다. 또한 야당의 경우에 목표 자

체를 법 제정의 저지로 생각하기보다는 더 나은 법률로 수정하는 것으로

설정한다면 법안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권 스스로의 노력은 국민의 인식 전환과 같이 실현 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 시계와 정책 지향적 시각은 의원 스

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좌진은 물론, 소속 정당의 지도부가 함께 노력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법안 심사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임기 초반보다는 후반에 발의하여 심사하도

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주요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테러

가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는 법안에 반대할 명분이 적어지므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이버 테러 수법이 더욱 정교해짐과 동시에 더

많은 국가 기반 시설이 전자적 제어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게 된다면 사이

버 테러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그에 비

례하여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지연의 책임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

울러 발의가 늦어질수록 입법 활동 태만에 대한 비판(e) 및 미래의 책임(c)

의 현재 가치가 커진다고 본다면 특히 미래의 책임 증가로 인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다만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발생한 위기를 증폭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사후약방문(事後

藥方文) 격의 입법은 국민은 물론 여야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 사이버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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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사이버 안전 관련법의 주요 취지임에 비추

어볼 때 되도록 빨리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

려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은 입법의 적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넷째는 법안의 내용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모형

3-1을 제외하고는 2008년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안과 2013년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이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권한이 강화될 것이

라는 우려와 비판(d)이 제기될 것이고, 야당의 경우 법안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a)이라고 하였으며 여야의 이념의 성향에 따라 입장이 달

라질 수 있는 것(β, γ)도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안에서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

동 법안에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으므로 모형 1과 같이 동시 게임의 형태

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쉬워진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

가정보원 외에 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할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진 부처

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사후적 통제가 가능하

도록 조문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방안은 다소 순환논리적인 측면이 있다. 법안의 내용에 변화

를 주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단일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법안 심사에 있어서의 여야 합의를 위하여 법안 내용 변

화를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발의 자체부터 위와 같이 완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야 간 이견과

국민의 비판을 극복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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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이상의 개략적인 논의에 따라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필요성과 동

법률의 제정 방향, 그리고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과

이에 따른 시사점 및 해결 방안을 분석하였다.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 법률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해야 하고,

정치권 스스로도 긴 시계를 가지고 정책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법안 심사

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기에 유리한 시기에 균형적인 판

단에 의해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면 법률 제정 가

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결국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사이버 안전 관련 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국민과 정치인,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입법 과정의 환경으로 작용하는 정치 구조·문화 등 거시

적 요인도 중요하다. 즉, 주어진 거시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갈수

록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떻게 보면

이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적지만 그만큼 근본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는 점에서 살펴볼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에서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을 정당지도부와 일반의 의원 간의 구조적

인 문제59)로 볼 때 이를 해결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업무상의 효율성과 책임정당정치

59) 실제로 전진영(2010)은 한국의 원내정당의 정당 응집성(소속의원이 유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정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내각제 국가

의 정당응집성 수준에 필적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보았으며, 이는 후보자 공천제도

등 정치적 자원의 배분을 정당지도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강한 정당기율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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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을 위해서 정당의 기속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후보자

공천 및 상임위 배정, 의원의 징계 및 제명 등과 관련하여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60)로 인하여 양심에 따라 전체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한 교차투표를 저해하고 소위 자유위임관계의 본질

을 침해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원들의 자

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회 내 건전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확보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먼저 분석의 대상을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 과정으로 한정함으

로써 사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비교·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입법 사례를 함께 다룬다면 보다 풍부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문제의 인식 자체가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 실패 사례

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게임 이론을 비롯한 경제학적 모형의 공통적인 한계로서 가정의

비현실성도 본 논문의 한계 중 하나이다. 먼저 게임 이론의 가장 기본적

인 모형을 분석의 틀로 사용함으로써 완전 정보를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전략적 선택과 보수 구조를 공통의 지식(common knowledge)

으로 놓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강한 가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작

용한다. 또한 입법 과정의 정치적 논리 못지않게 입법 환경 및 상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어진 것(ceteris paribus)으로 본 점도 한계

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모든 요소를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

은 불가능하므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가정 하의 모형을 정립하

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은 아니라고 본다.

이 연구는 정량적으로 계수 값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닌, 현실 상황을

60) 강태수, 전게논문, pp.3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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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성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는 연구 문제의 성격상 계량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 목적이 실증적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이기 때문

이다. 다만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현직 국회정보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한편, 현실의 정치 상황에서 입법 과정은 단일한 법안을 놓고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측면도 존재한다. 한 상임위원회에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되고 있으며 원내 정당의 강한 기율을 고려하면 상임

위 구분 없이 다수의 법안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야당이 사이

버 안전 관련 법률에 대하여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맞교환 형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적인 요소와 고도의 정치적 논리를 보편적인 분

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게임 이론의 모형에 반영하

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고 보인다.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의해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부처의

이름과 일부 소관 업무가 변경되었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안 2건이 제출되어 국회정보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본 논문을 2013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

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심사

과정을 이 연구를 통해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한계는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다른 유사한 연

구에서도 보다 고차원적으로 다루어지길 바란다. 2013년 5월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인 2건의 사이버 안전 관련 법안 역시 상정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년 6월 이후에 자동 상정이 되

더라도 현재로서는 여야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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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은 시간

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며 그럴수록 관련 연구는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쟁점 법안의 입법 과정을 보다 새롭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또 그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더불어 성숙한 국

민의 의식과 선진화된 정치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 온전히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입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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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심층 면접 답변 내용 요약

대상자 : 전·현직 정보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A-

1. 이 법 제정과 관련된 여야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 : 현재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 및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 안보와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종합적 체계적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야 :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맡음으로서 사이버 영역에서의 정보 접

근성이 높아지면 권한을 남용하고 과다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

2.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여·야·진보·보수별 입장은(차이가 있다면)? 

물론 여당보다 야당이 비판적일 것이고, 2006년도의 경우를 보면 오히

려 여야보다는 이념적인 성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진보적 정

당이 더 비판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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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의도하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강도는

(차이가 있다면)? 

일부 전문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모른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생각된

다. 현 정권같은 경우에 의석수 등을 볼 때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는

볼 수 있지만, 목소리가 어느쪽이 큰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언론의 경우

에도 언론사 별로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듯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보기는 어

렵다고 본다.

4. 정당별로 국민들이 사이버테러방지법(국정원 권한 강화 의도 포함)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는?

아무래도 여당이 야당보다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며, 팩트를

봐서나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도 보수 정당이 발의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

으로 본다.

5. 위 답변 내용이 정권 초기와 말기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에는 대선 등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이 덜 활발하기

도 하고, 아무래도 여야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는 변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해관계 있는 계층과 세력의 적극적인 추진이 표와 직결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라면, 또는 관련된 큰 사건이 일어난다면 임기

초기나 말기에 관계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경우 대기업과 연관이 된다든지 정치적으로 대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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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압력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

는 것 같다.

6. 2006년에 발의한 법안은 야당이 발의하였으며 국정원 권한 강화 내

용이 크지 않았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여당은 진보적이어서 법안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안의

내용이 지금보다 약했을지라도 여당의 이념에 도움되는 부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진보정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보다는 관계

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큰 사건이 일

어날 것으로 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진보든 보수든 표와 직결된

다든지 특정 계층과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압력을 받을 때는 통

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B-

1. 이 법 제정과 관련된 여야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 : 헤게모니와 입법권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외부 변수를 법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안한 상태의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

이 목표일 것이다.

야 : 특정 정보기관이 과다하게 비대해지는 것을 불안해 할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으로 여당 입장에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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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

2.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여·야·진보·보수별 입장은(차이가 있다

면)? 

보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법을 통해 현재 시스템이 일

부 변하겠지만 사이버 관련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정원 강화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진보의 경우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므로 반대할 것이다.

우리의 여야의 경우 이러한 진보 및 보수 이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여당은 보수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우리의 스펙트럼 자체가 외국의 예를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3.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의도하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강도는

(차이가 있다면)? 

위 질문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의 시각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지만, 문제는 여

론형성그룹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론조

사와 실제 결과가 달리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여론’도 그 팩트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가공 또는 왜곡될 수 있다. 즉, 상당이 많은 사람이 실제

행동을 취하지는 않지만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목소

리가 크고 다이나믹한 쪽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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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이버 공격 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히 법에 대해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즉, 본인에게 가해지는 비용과 이익이 가장 중요할 것이지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념을 결부시키기도 할 것이다.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자신의 자원을 투자 혹은 포기하면서 활동하는 등 이

익결집도가 더 높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 이

는 어떻게 보면 그간의 여러 차례 해킹 등으로 사이버 보안 의식에 불감증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개인정보가 공공정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버

공격에 무심해 진 것을 보면, 과거에 통과되지 못한 것도 촉발요인이 있을 때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 탓이 있다고 본다.

즉, 목소리의 강도로 보면 약할지 모르지만 수적으로는 법안에 찬성하는 사

람이 많을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점을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온전히 반영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일반적인 촉발요인을 넘는 계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4. 정당별로 국민들이 사이버테러방지법(국정원 권한 강화 의도 포함)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는?

개인적으로 여당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념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본다. 즉, 학문적인 카테고리의 진보와

보수의 틀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정치 상황이다. 다만, 기본적

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정부에 우호적인 사람일 것이며, 반대하는 쪽에서

는 국정원 강화 등보다는 오히려 어떤 기관이든 나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는 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입장일 것이다. 이는 범죄발생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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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경찰관 배치 증가나 CCTV 설치 확대 등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

다.

아무래도 아직은 정보기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정치에 중립적인 사람이 찬성한다고 볼 수 도 있다. 즉 정향이 분

명한 사람끼리 찬반 논의가 벌어진다면 통과 또는 폐기가 분명히 나오겠

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은 사이버 영역에서의 국가의 보호는 받

고 싶지만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명한 선

호를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5. 위 답변 내용이 정권 초기와 말기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먼저 집권 여부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둘

째로, 정향상 정보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은 이 기

관에 대하여 불신을 계속할 것이므로 집권한다하더라도 기관을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집권에 실패한 상황

이더라도 어느정도 신뢰가 있다고 본다.

또한 얼마나 권력을 자기화할 수 있는가, 즉 온전히 우리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도 관련된다고 본다. 즉, 정권 교체시에 원장 및 차장 등은 교

체할 수 있다지만 실무자 급까지 모두 교체할 수 없으므로 정권을 획득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이 여전히 작용한다고 본다.

6. 2006년에 발의한 법안은 야당이 발의하였으며 국정원 권한 강화 내

용이 크지 않았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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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당의 입장은 정보의 권한이 커져서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

는 점에 대해 우려했던 것으로 안다. 이러한 점이 정부 개입을 반대하면

서도 복지국가를 이상으로 삼는 등 일관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어쩄든 당시 대통령이 검찰, 국정원 등의 보고를 받지 않는 등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서 재집권하더라도 강화된 국정원 권한을 활용할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

황에서 20~30년 장기 집권한 상황이 아닌 한 더욱 정보기관을 키워주려

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반면 당시 야당은 기관의 입장에서 제기된 필요성에 대하여 정권을 잡

았을 때 활용한 기억도 있는 만큼 신뢰가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정치를 빼면 국민도 동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

문에 반대 입장도 크지 않았을 것일 뿐만 아니라, 정권 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전제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C-

1. 이 법 제정과 관련된 여야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 :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사이버 테러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며 정보를 많이 가진 국정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훈령으로 사실상 하고 있지만 사적 영역의 안전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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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즉 안보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야 : 야당입장에서 보면 안그래도 이미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

는데 금융 등 민간까지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면 빅브라더의 우려

가 되고,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 있으므로 반대할 것이다. 또한 사이

버관련 업무를 빌미로 타 부처의 다른 업무에까지 개입할 빌미를 제

공할 수 있다는 것도 논거일 것이다.

2.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여·야·진보·보수별 입장은(차이가 있다

면)? 

아무래도 보수 여당이 가장 우호적일 것이고, 진보 여당이 가장 비판적

일 것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여당에서도 진보적인 의원이 있

고 야당에서도 보수적인 의원이 있듯이 확실한 구분이 쉬운 것은 아니

다. 집권을 경험해본 경험도 중요할 것이다.

3.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의도하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강도는

(차이가 있다면)? 

국민은 시대상황에 따라 위기 상황이 심각하면 누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든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여

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찬성할 것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반대할 것이다.

만약 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가정한다면 과거의 대테러법 입법 과정

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상임위 차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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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야당이 발의하는 경우에 그러한 비판의 강도는 다소 줄어들 수 있

다고 본다.

4. 정당별로 국민들이 사이버테러방지법(국정원 권한 강화 의도 포함)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는?

2번의 답변과 동일하다고 본다.

5. 위 답변 내용이 정권 초기와 말기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꼭 국정원 권한 강화가 아니더라도 집권가능성에 따라 임기 초기와 말

기에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만약 현재 여당이 실수를 많이하고 정권 교

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특히 야당이 보수적

이라면 집권하면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어찌 보면 핵심은 보수 정권이 실패하는 임기 말이 가

장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6. 2006년에 발의한 법안은 야당이 발의하였으며 국정원 권한 강화 내

용이 크지 않았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역시 집권가능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당입장에서는 정

권을 잃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지가 불리해질

수 있는 법안에 대하여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쪽이 집권

가능성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오히려 법안 통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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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 이 법 제정과 관련된 여야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여 :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국정원을 이용하려는 것이겠지만,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인 국정원은 집권 여당에게는 필요한 부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본다.

야 : 야당은 그러한 여당의 움직임이 싫은 것이다.

주장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다고 본다.

2.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여·야·진보·보수별 입장은(차이가 있다

면)? 

아무래도 여당보다 야당이 비판적일 것이며, 보수보다는 진보가 비판

적일 것이다. 특히 보수는 주적을 북한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보

는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념적인 차이가

이러하므로 대북업무를 주로 하는 국정원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여당 안에서도 보수가 아무래도 적

극적일 것이고 진보는 소극적일 것이다.

3.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의도하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강도는

(차이가 있다면)? 

일부 젊은이나 지식층이 아닌 한 국민들은 판단의 척도가 확실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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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특히 아직도 지역색이 뚜렷한 우리 정치 상황에서 지역별로 지지하

는 정당이 다르고, 이들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에는 다소 맹목적으로 동조하기

쉽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특정 정당에 비판이 몰리는 상황이 일어날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비판이 덜할 것이다.

4. 정당별로 국민들이 사이버테러방지법(국정원 권한 강화 의도 포함)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도는?

2번의 답변과 같다.

5. 위 답변 내용이 정권 초기와 말기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긴 할 것이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여야 입장이 정

해져 있으므로 그 입장이 당분간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나, 말기의 야당

은 이 법 추진이 다음 정권을 차지하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반대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부에 속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대하여 힘을 실

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여당은 반대하기 어렵지만, 말기

에는 다시금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추진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본다면 2006년과 같이

오히려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2006년에 발의한 법안은 야당이 발의하였으며 국정원 권한 강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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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크지 않았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념의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 보수가 북한과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 진보는 공존과 대화의 상대로서 보는 입장으로 보는 경

향이 있으므로 대북 공작 및 정보 수집을 주 업무로 하는 국정원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보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그 입지를 넓혀주려 했을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하고 국정

원의 대북 파트를 크게 축소하는 등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므로

2006년 법안에 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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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into an information age has made individual–society-state

relations more and more interdependent. This interdependency has made

our life more vulnerable to cyber terror. Furthermore, threats in

cyberspace can cause a serious problem to national security.

Nevertheless, our cyber security system is not entirely satisfactory.

According to current legal system, scattered organizations exercise

separated jurisdictions of their own. Therefore, more integrated

legislation is necessary to realize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effective counter-cyber terrorism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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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ause of some

previous legislation failures of cyber security act, and to find possible

solutions to enact legislation.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not only rational but political aspect

of legislation proces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onsidering the

failures are partly caused by confrontation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the behaviors and strategies of them in a

game situation should be dealt with.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legislation bill is whether to allow

NIS’ role as a control tower or not. The parties take their own

stance on the issue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interests, ideological

tendencies, future responsibilities in case of emergency, and the public

opinion or criticism, etc. Game theoretical approach would be

appropriate to analyze influences of those factors upon probability of

enactment. This approach can help to suppose the cause of previous

legislation failures; on the contrary, the causes can be solutions.

Considering the game-theoretical models and their academic results

regarding legislation process of cyber security act, some solutions to

enact legislation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changing the public attitudes regarding the cyber security

would be advantageous. If the bill wins the sympathy of the people,

the negative side would be under strain. If people accept the leading

role of NIS at least as necessary evil, the burden of the affirmative

side would be eased. Yet, artificial change in understanding not only

needs much time but increase uncertainty.

Second, moving away from the politics of the past would be

helpful. If politicians become policy-oriented and try to get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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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they might give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s and the

legislation process could be more rational. However, not only the

politician themselves but legislative staff and the party leaders should

endeavor together for it.

Third, selecting the right time can be effective. The beginning of

the presidential term rather than the end of it, the time when some

serious cyber terror occurs will be opportune. Further, as time goes

by, interdependence in cyberspace and vulnerability to cyber terror

will rise accordingly. Then the necessity of the bill and admonition

owing to legislation retard will increase, too. But given the urgency

of the cyber security issue, this plan would be imprudent.

Finally, changing the provisions of the bill which provoke controversy

but not the core can push the bill through as a result. Granted that the

core means the professionalism and consistency of the cyber security

task, realistically, there is few choice but to entrust NIS with the role

as a control tower. So it is indispensable to prepare some complementary

measures, to secure transparency as far as possible and arrange

watchdogs so as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effectiveness and

democrac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legislation

of other contentious bills. Lastly, progress in maturing nation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culture is a major problem as a

prerequisite to good legislation.

Keywords : legislation process, cyber security, cyber terror,

game theory, legislation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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