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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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주와 사이버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분야
에서 외교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
간 대결 양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IT선
진국인 일본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사이버 안
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
략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 글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외교와 국방의 영역에서 구체화되어 가
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사이버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서방
진영의 규범인식 확산, 신뢰구축 추진, 역량강
화 지원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서방
선진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일본은
서방선진국 그룹인 G7을 활용하여 사이버공
간에 대한 규범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지원
사업을 다방면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에 발표된 新방위대강은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군사영역의 방위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으
며, 2019년 4월 미일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일안
보조약 5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
써 미일동맹이 첨단 군사영역으로 확대 강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본의 선도적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향후 한국은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의 적극적 활
용, ASEAN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사이버 외
교 전담 부서 설치, 한일 사이버 대화의 조속한
재개, 사이버 안보영역에서의 한미동맹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핵심어: 사이버외교, 사이버방위, 규범외교, 신뢰구축, 역량강화, 미일동맹, G7

Ⅰ. 서론
2011년 미 국방부가 사이버공간을 육·해·공·우주공간에 이은 제5의 작전영역으로
선포한 이후 사이버 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영역으로 부상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
A5B5A07072555).
** 전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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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은 물리적 공격 전후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인류역사상 최초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Warfare)으로 기록되었고,
현대전 수행에 있어 사이버공간이 국가안보에 있어 사활적인 영역임을 여실히 보여주
었다(小泉悠 2017). 이후 우주 및 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의 외교적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 간 대결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사이버 강국들은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마련에 있어 자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이버부대를 창설하여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신 영역
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IT선진국인 일본 또한 2012년 말 정권 복귀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
晋三)정부 하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이하 기본법) 을 제정하
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정비하는 한편으로, 2015년 9월에는 사이버안
보 관련 최상위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전략 을 마련하였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사이버 시큐리티전략이 2018년 7월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閣議)
를 통과하였다(이상현 2019). 이러한 법제도적 정비를 바탕으로 일본의 중앙부처들은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외교(cyber diplomacy)의
주무부서인 외무성의 경우 2016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합외교정책국 산하
에 사이버안전보장정책실 을 전담조직으로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각국과의 연대강
화 및 사이버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外務省 報道
発表 2016.7.12). 사이버 방위(cyber defence)를 담당하는 방위성은 사이버 방위능
력 강화의 일환으로 2014년 자위대에 ‘사이버 방위대’ 설치를 결정하였고, 2019년
현재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군사영역의 방위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新방위대강에
입각하여 미국의 사이버사령부(USCYBERCOM)를 참고로 첨단 군사영역을 담당할

ニュース 2019/1/28).

통합부대 창설을 구상 중에 있다(産経

이 글은 일본의 사이버 안보전략이 외교와 국방의 영역에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
을 분석하고 이것이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고찰해 나가되, 사이버외
교와 사이버방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국제적 규범 확립과 국가간 신뢰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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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이버 외교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와 반격활동인 사이버 방위는 사이버안보를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할 때 핵심적인 영역이란 판단에서다. 일본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보게 되면 컨트롤 타워인 내각 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 를 중심으로 하여 총무성
(정보통신정책), 경제산업성(산업정책), 경찰청(사이버범죄대책), 외무성(국제협력),
방위성(국방) 등 5개의 중앙부처가 사이버 시큐리티전략본부 의 구성원으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글은 이 중에서도 외무성과 방위성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첨단 군사안보 영역으로
부상한 사이버안보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국제협력의 실태와 다자외교무대에서
전개되는 국제사회 규범형성 움직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분석한
뒤, 일본의 사이버 방위전략과 양자 및 다자간 사이버 방위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일본의 선도적 대응이 한국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Ⅱ.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사이버 안보
여기서는 일본의 사이버 외교와 방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안보관련 최상위 전략문서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 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의 중장기적인 외교안보전략의 주요
기조를 살펴보고 여기에 사이버 안보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013년에 마련된 NSS는 국가안보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시한 문서로 해양,
우주, 사이버 등 국가안보 관련 분야의 정책 지침으로서의 성격도 띤다. 뿐만 아니라
아베 내각은 2018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의 현시점에서의 평가에 대해 라는
중간평가 성격의 내각관방 작성 문건을 통해 “본 전략에서 제시된 우리나라가 내건
이념, 국익 및 국가안보 목표는 여전히 타당하며 전략적 어프로치의 필요성 중요성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NSS에 기술되어 있는 사이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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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본 방침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内閣官房 2018). 국가안
보의 양대 축인 외교와 방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보전략이라 할 수 있는 NSS는
크게 기본이념, 국익과 국가안보 목표, 글로벌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상의 과제, 국가안
보 과제에 대한 전략적 어프로치 등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国家安全保障会議
決定·閣議決定 2013). 먼저 NSS는 기본이념을 제시하기에 앞서 일본의 국가 정체성
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며 강한 경제력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경제대국 , 개방적이고 안정된 해양을 추구하는 해양국가 , 전수방
위와 비핵3원칙을 견지하는 평화국가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2 3). 이어서 NSS는 “국제협조주의에 기초
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그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NSS는 일본의 국익을

①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

②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실현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것, ③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옹호하는 것 등 세 가지로
는 것,

규정한다(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4). 주목할 점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
적 번영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이에 기초한 국제질
서까지도 국익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후술하듯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가치 추구를 국익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와의 협력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법의 지배 실현은 국익에
기초한 외교가 되며 국익 실현이라는 의미를 띠게 된다.
나아가 NSS는 글로벌 안보과제 및 일본이 당면한 국가안보상의 과제를 제시하고

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② 국제테러 위협, ③ 글로벌
공유제(해양,우주,사이버)에 대한 리스크 ④ 인간안보 ⑤ 글로벌 경제리스크 등 5가지
를, 그리고 일본이 당면한 직접적인 안보과제로는 ①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행위,
② 중국의 급속한 대두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적극적 진출 등 2가지로 특정하고 있다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5∼11).
이러한 안보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으로 NSS는 ① 일본의 능력·역
할의 확대·강화, ② 미일동맹 강화, ③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와의
외교·안보협력 강화, ④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관여,
⑤ 지구규모 과제 해결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통한 협력 강화 ⑥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있는데, 글로벌 안보과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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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반 강화 및 국내외의 이해 촉진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열거한 뒤 각각의 정책
대응 분야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
① 일본의 능력·역할의
확대·강화, ② 미일동맹 강화, ④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2013, 12 32). 이 중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기본적 지침은
적극 관여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일본의 능력·역할의 확대·강화’는 동 전략에서는 ‘전략적 접근방법의 중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외교력 및 방위력의 강화, 해양안보, 우주
안보 등과 더불어 사이버안보 강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유롭고 안전한 이용 확보 및 주요 핵심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방호
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의 종합적 추진, 관민연대 강화, 국제연대 강화, 사이버 방위
협력 등 포괄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15).
둘째로 NSS에서 미일동맹은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국가
안보의 기축’이란 표현으로 정의될 만큼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일간
의 안보방위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한 분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협력강화가 명기
되어 있다. 셋째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관여’는 동
전략의 이념인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구현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유엔외교의 강화, 법의 지배 강화, 군축비확산에 관한 국제노력 주도
등 외교정책 지침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중 법의 지배 강화라는 항목에서 해양, 우주,
사이버 등 글로벌 공유재에 대한 법의 지배 강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이버 공간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확보를 기본으로 한다는 입장 하에,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기존 국제법 적용을 전제로 한 국제적 규범형성에 적극
적으로 참가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기술되어 있다(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3, 25).
이상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13년 시점에서 책정된 일본의 국가안보
기본문서에 서 사이버 안보는 글로벌 안보위협 중 하나이지 일본이 당면한 직접적인
국가안보 과제라는 인식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국가안전
보장전략의 현시점에서의 평가에 대해 라는 제목의 2018년 12월 내각관방 발표
문서를 보게 되면 “급속한 기술혁신의 진전으로 인한 결과 국가안보상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여 사이버 위협이 초연결사회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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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内
閣官房 2018). 이는 일본의 안보전략에 있어 글로벌 안보과제로 인식되던 사이버
안보 위협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안보상의 과제로 그 위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미일양국의 외교·국방장
관이 참석하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SCC)는 2019년 4월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에 대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일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로써 미일동맹은 첨단 군사영역으로 확대 강화되
었다(防衛省·自衛隊 2019/4/19). 이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NSS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고찰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하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 NSS에 기술된 사이버 안보관련 기본지침에 입각하여 외무성 및 관련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이버 외교와 방위성 및 자위대가 주도하는 사이버 방위 활동
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Ⅲ. 일본의 사이버 외교
1. 기본방침
일본 외무성은 사이버 외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합외교정책국 산하에
사이버안전보장정책실 을 설치하는 한편으로, 2013년에 책정된 NSS와 2015년에
마련된 사이버 시큐리티전략 에 입각하여
(Confidence Building) 추진,

① 국제적인 법의 지배 확립, ② 신뢰구축

③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지원 을 중심으로
1)

한 사이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外務省 홈페이지 2019/3).2)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인 법의 지배 확립’이란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방진
1) 일본의 경우 Capacity building을 ‘能力構築(능력구축)’으로 표현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한국에서 통용되는 ‘역량강화’란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2) 2010년 발표된 GGE 보고서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과제로 규범구축, 역
량강화, 신뢰구축 등 3가지가 제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의 사이버 외교 방침 설정 과정에
GGE 보고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土屋大洋 2014a,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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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인식이 반영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해 다자외교무대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규범이 형성되도록 규범외교를 추진해 나감을 의미
한다. 이어서 ‘신뢰구축 추진’은 사이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평시에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감을 의미한다. 이는 익명성, 은밀성 등의 특성을 지니는
사이버 공격의 특성상 의도하지 않게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국
과 공격 의심국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국가 간 신뢰조성 차원에서 정보교환,
정책대화,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土屋大洋 2015a,
168~179). 마지막 기본원칙인 ‘역량강화 지원’은 개도국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취약성
이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 위협요인이라는 인식하에 개도국의 역량구축지원 및 인재육
성을 실시해 나감을 의미한다. 일본은 이러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중심으로 양자 및 다자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산하의 정부전문가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GGE)
회의와 사이버공간총회(Global Commission on the Stability of Cyberspace:
GCCS) 등과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규범외교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양자 및 다자외교를 통한 신뢰구축 추진
일본은 2019년 현재 미국을 비롯한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인도, 한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등 11개 국가와의 양자간 사이버협의를 실시하는
한편으로,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지역기구와의 협의와 더불
어 한중일 3자간 사이버협의도 실시하고 있다(外務省 報道発表 2016/12/20;
2018/7/30).3) 이 중 양자간 사이버 협의는 대체로 자국의 관련 정책과 활동을 상대국
에 소개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회를 거듭할수록 구체적인
양자 협력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발전을 이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7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제3차 일호정책협의의 경우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국내대처방안 공유, 정보공유 메커니즘 강화, 지역적 역량강

3) 한미일 3국간 사이버 협의와 관련해서는 2016년 12월 주요기반시설 사이버안보에 관한 한미일
전문가 모임이, 그리고 2018년 7월에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한미일 전문가 모임이 워싱턴 D.C에
서 개최되어 3자간 협력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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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노력 조정, 침해사고 억지 및 대처를 위한 협력강화 등으로 우선적 협력분야를
특정하여 향후 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外務省 報道発表 2017/12/11). 또한 2016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 사이버 협의에서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한일양국의 제도와 대응을 소개하고 유엔
을 포함한 국제적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外務省 報道発表 2016/10/26).
<표 1> 일본의 양자간 사이버협의 개최실적
연도

국가명

2012년 영국(1), 인도(1)
2013년 미국(1)
2014년 미국(2), EU(1), 한국·중국(1), 이스라엘(1), 에스토니아(1), 프랑스(1), 영국(2)
2015년 호주(1), 러시아(1), 미국(3), 한국·중국(2), 에스토니아(2)
2016년 프랑스(2), 이스라엘(2), 미국(4), 호주(2), 독일(1), 영국(3), 한국(1), 러시아(2), 우크라이나(1)
2017년 프랑스(3), EU(2차), 에스토니아(3), 한국·중국(3), 미국(5), 인도(2), 이스라엘(3), 호주(3)
2018년 EU(3), 영국(4), 프랑스(4), 미국(6), 이스라엘(4)
출처: NISC 홈페이지(内閣官房内閣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 2016/10; 内閣官房内閣サイ
バー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 2019/1)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괄호 안 숫자는 양자협의의 회
차를 나타냄.

한편 일본은 신뢰구축을 위한 지역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의 공동 제안으로 설립한
사이버안보에 관한 ARF 회기간회의(ARF-ISM on ICTs Security) 을 들 수 있다.
이 회기간 회의는 2017년 8월 ARF각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후 도쿄에서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2018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外務省報道発表
2018/4/26). 이 회의는 향후 ARF 회원국간 사이버 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신뢰구축조
치 방안을 도출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 국가들 간의 분쟁예방과 평화적 해결에 기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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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대응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의 모든 주권 국가들이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서방진영과 비(非)서방진영의 입장 차이를 고려했을 때,
모든 국가들이 만족하는 규범을 도출해 내고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의 규범 확립을 위한 국제회의의 장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참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기존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
는 서방진영 국가들과 국가주권에 기초한 국내관리를 우선시하며, 기존국제법의 사이
버공간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비서방진영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해 대립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김상배 2018, 제9장; 谷脇康彦 2018,
124).
이런 가운데 서방선진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일본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범형성을 선도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이를 위해 일본은 서방선진국들의 사교모임이라 할 수 있는
서방선진 7개국(Group of Seven: G7) 모임을 이를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는 G7은 1970년대 중반 결성 당시처럼 국제사회
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하진 않지만,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토대로
한 회원국 간의 결속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사이버안보를 둘러싼 규범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최적의 모임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미에현(三重県) 이세시마(伊
勢志摩)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이다. 일본은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관련 실무
그룹 협의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사이버안보를 의제로 상정하여 사이버공간
에 관한 G7의 원칙과 행동(G7 Principles and Actions on Cyber) 이란 제목의
공동성명 부속문서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 주도하에 체결된 동 문서는 우선
서구 선진 7개국의 합의사항으로 “우리는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서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기본인식을 반영하고 있다(G7伊勢志摩首脳宣言
附属文書 2016/5/27). 주목할 점은 “우리는 일정한 경우에는 사이버활동이 유엔헌장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무력행사 또는 무력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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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무력공격에 대해 국가가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
법에 따라 유엔헌장 제5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G7伊勢志摩首脳宣言附属文
書 2016/5/27). 이는 사이버 공격이 국제법이 정한 무력공격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무력공격에 대해서는 개별적 자위권의 발동은 물론 집단적 자위권까지도 허용된다는
점에 대해 G7 국가들 간 공동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본을 제외한 G7 회원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이며, 후술하듯이, NATO의 경우 이미 2014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집단방위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문서의 내용이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단 일본의 경우 사이버공격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국내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
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인정하였다는 점은 향후 미일동맹에
대한 확대 적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일본은 다자공간에서의 국제규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G7으
로 대표되는 가치 공유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규범논의를 심화시키고 이를 국제사
회에서 기정사실화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편으로, 사이버 범죄조약 아시아지역 최초의 참가국이기도 한 일본은 아시
아 지역에서의 가입국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4)

4. 역량강화 지원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지원과 관련한 방침은 2016년 10월 NISC,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6개 중앙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이버시큐리티 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이하 기본문서) 에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警察庁·総務省·法務省·外務

잘 드러나 있다(内閣

4) 사이버범죄조약은 2001년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되어 채택되었고, 2004년 발효되었다. 일본은
사이버범죄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2011년 ‘바이러스 작성죄’를 신설하는 등 국내법(형법)을 개정
하였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101

省·経済産業省·防衛省 2016). 기본문서는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지원의 중요성으로

① 국제적인 사이버안보상의 허점 보완을 통한 일본 및 세계
안보위협 요인 감소, ② 지원대상국의 핵심기반시설에 의존하는 재외국민의 생활
및 일본기업의 사업상 안전 확보, ③ 지원 대상국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법의
지배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 침투, ④ 일본 ICT산업의 동남아 진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일본은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전세계적인 사이버안보 위협요인 감소라는 대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를 자국의 외교
적 경제적 이익과도 연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대개도국 역량강
화지원 사업을 현지진출 자국기업의 보호는 물론 자국 IT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서방진영의 규범외교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하에 일본은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지원의
유형을

① 침해사고 대응 등의 역량강화 지원, ② 사이버 범죄대책 지원, ③ 사이버공

간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 및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이해 및 인식 공유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역량강화지원 정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아태지역 개도
국 중에서도 특히 ASEAN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9월에
열린 일·ASEAN정상회담에서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역량구축지원 방침을 책정하
여 지속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ASEAN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아베총리의 발언 직후
기본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外務省 2016/9/7). 배후에는 일
본 기업이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에 진출하여 일본과 ASEAN
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의 취약한 사이버안보 환경이
일본에게는 위험부담 요인인 동시에 자국의 ICT 기업이 현지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谷脇康彦
2014, 22).
두 번째 특징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연대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역량강화 사업이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관련 성청 단위로 전개되어 분절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반성
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지원이 외무성이 추진하는 사이버
외교의 한 축이지만, 이 분야만큼은 기술적 협력이나 사법적 협력 등 특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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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중요한 영역임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이에
더해 일본은 국제협력기구(JICA)와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으며, JICA와의 협력하에
공적개발원조(ODA)를 ASEAN에 대한 역량강화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 2016/10).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内閣官房内閣

2015년에 발표된 개발협력대강 이다. 이 대강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능력강화를 개발협력의 중점과제인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閣議決定 2015/2/10, 5 6).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본은 ASEAN 국가들에 대해 어떠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을까?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일본과 ASEAN의 관계는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NISC와 총무성,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고 ASEAN 각국의 정보보안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여 2009년에 창설된 국장급
회의체인 일·ASEAN 정보보안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 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 창설 초기에는 ASEAN 회원국의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을 지원하는 등의 기술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6년부터 외무성이 참여하고
일·ASEAN 사이버안보정책회의 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과 역
량강화지원을 위한 모체로서 그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이후 일본은 매년 개최되는
정책회의 외에 3차례의 실무모임을 개최하여 정보공유, 핵심기반시설 방호, 의식개선
등을 테마로 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사이버연습, 핵심기반시설 방호 워크숍을 개최
해 오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사이버범죄조약 체약국이기도 한 일본은 정책회의와 더불어
일·ASEAN 사이버범죄 대책대화 를 ASEAN 회원국에 대한 역량강화지원의 일환으
로 2014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이 대화는 2013년 일·ASEAN특별정상회의 합의에
근거하여 개최된 것으로 지금까지 3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9년 1월 브루나이
에서 개최된 3차 대화에서는 사이버범죄조약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책 및 정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대책에 대한 역량강화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은 2018년 9월 총무성의 주도로 일·ASEAN 사이버
안보역량강화센터(AJCCBC) 를 태국 방콕에 설치하여 ASEAN 각국 정부부처의 사이
버안보 전문가에게 실전에 유용한 사이버방위연습을 지원해 오고 있다(日本経済新聞
2018/4/27).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103

이러한 일본의 대ASEAN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현재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서방진영이 공유하는 규범인식을 ASEAN에 침투시키려는 규범
외교이다. 서방진영의 선봉을 자임하는 일본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법의 지배’라
는 기본원칙을 역량강화지원 등을 통해 ASEAN 회원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90년 이후에 ASEAN
가입을 실현한 권위주의 성향의 후발 주자들은 오히려 비(非)서방진영의 대표격인
중국의 입장에 동조적이며 국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정보통신을 규제하는 것을
선호한다(原田有 2019, 4). 중국 또한 일대일로 구상하에서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
한다는 명목하에 자국기업인 화웨이와 ZTE를 내세워 동남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ASEAN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사이버안보 역량강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파트너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향후 동남아 지역은 일본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강국이 자국의 규범인식을 확산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범경쟁을 벌이는 각축장이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Ⅳ. 일본의 사이버 방위
1. 방위성 및 자위대의 대응역량 강화
방위성 자위대의 사이버 대응역량에 대한 검토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위대법에 의하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의 네트워크에 대한 방어에 한정되어 있다(伊東寛 2012,

∼

202 215). 주지하다시피, 현행 일본 헌법에는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가 있으며,
자위대는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이 있고 나서야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専守防
衛)를 국방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가 출동하기 위해서는 사이
버 공격이 무력공격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5). 하지만 일본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5) 2015년에 채택된 신안보법제(사태대처법제)에 따르면 ‘존립위기사태’시에도 자위대의 출동이 가
능하다는 점을 언급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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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력공격사태는 2005년 각의에서 결정된 4가지 유형(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착륙
및 상륙침공,

②게릴라 및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 ③탄도미사일 공격, ④항공공격)에

만 한정된다. 따라서 현행 법 체계상 사이버공격은 무력공격사태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더라
도 방위성 및 자위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
다.6) 이는 사이버 선도국인 에스토니아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방위를 국방부의

∼

주된 임무로 설정하고 있고(山口嘉大 2018, 193 194), 동맹국인 美 국방부가 국방
부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정보 방어 에 더해 사이버 공격에 의한 심각한 결과로부터
미국의 권익 보호 ,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사이버능력 제공 등을 주된
임무로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 진다(防衛白書 2018, 204).7)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대책 필요성은 2010년
무렵부터 민주당 정권이 채택한 외교안보정책 관련 전략 문건을 통해 표출되기 시작했

にる

다. 2010년 민주당 정권하에서 마련된 방위계획 대강(平成23年度以降 係 防衛計

の

画 大綱), 이하 2010 방위대강 은 사이버공간의 안정적인 이용에 대한 리스크 를
일본이 당면한 새로운 안보과제로 제시하였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태세 및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는 방침이 천명되었다(安全保障会議·閣議決定
2010, 2). 민주당 정권 말기이던 2012년 9월에는 방위성 주도하에 방위성·자위대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안정적·효과적 이용을 위해 라는 제목의 지침이 발표되었다(防衛
省 2019/9). 이 지침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력공격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
을 때, 자위권 발동의 제1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방위성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당시 핵미사일 개발과 사이버전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북한
및 주변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앞서 일본 자위대의 지휘통제시스템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시에는 이를 일본에 대한 긴박하고 부정한 침해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겠다. 단 여기서
말하는 자위권 발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에 그칠 필요가
6) 이토 히로시(伊東寛), 쓰치야 모토히로(土屋大洋) 등의 전문가들이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
여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7) 단 미국의 경우도 연방정부의 네트워크나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방호 관련 업무는 국토안보부
(DHS)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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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지만, 그 실력 행사가 사이버 반격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물리적인 실력 행사까지
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기 지침은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다(橋本靖明
2013, 38).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은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
이 참패하고 제2차 아베 내각이 등장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아베 정부는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전략 문서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3년 12월에는 ‘외교안
보정책 3종세트’로 불린 국가안전보장전략(NSS), 2013년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
계획이 발표되었다. 2장에서 검토했듯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운 NSS
는 사이버 공간이 해양, 우주공간과 더불어 글로벌 공유제(Global Commons)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을 국가안보상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통합기동방위력(統合機動防衛力)’ 구축을 기본개념으로 내세운
2013년 방위대강은 사이버 공간의 안정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자위
대의 효율적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시감시태세를 구축함과
더불어 사태 발생시에는, 신속히 침해사고를 특정하여 피해 최소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복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을 표방하였다(国家安全保障会
議·閣議決定 2013b, 13). 그러나 2013년 방위대강이 내세운 통합기동방위력은 남서
제도 방위를 위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군사영역으로까지 통합운용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4년에는 2013년 방위대강에 입각하여 자위대지휘통신시스템대(自衛隊指揮通

システム隊) 산하에 90명 규모의 사이버 방위대(サイバー防衛隊)가 설치되었다(読

信

売新聞 2014/3/26). 이로써 자위대는 방위성 및 자위대의 컴퓨터 시스템 상황에
대한 24시간 감시태세 및 침해사고 발생시의 긴급 대응체제를 갖추는 한편으로 육해공
3자위대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정보수집 및 대원 훈련 등의 임무를 일원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미·중·러 등 주요국의 사이버부대는 사이버
공격능력의 향상을 추구하는 반면, 사이버 방어대의 경우 이름 그대로 사이버 ‘방어’에
특화된 부대이며, 방어 대상 또한 방위성 및 자위대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제한되어 타 정부기관이나 민간의 핵심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이 사이버

∼

방어대의 방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土屋大洋 2017, 145 146). 규모
또한 20명이 증원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110명 정도의 소규모 체제이기 때문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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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주요국의 사이버 부대와 비교했을 때 세계적인 추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Lewis 2015, 11 12).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을 수용하듯,
일본의 방위성과 자위대는 2018년도 내에 사이버 방위대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방호부대 인원도 증원하여 사이버공격에 대처하는 부대 규모
를 350여 명에서 430여 명으로 확충할 계획임을 2018년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밝히
고 있다(防衛白書 2018, 333).8)
일본의 사이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행보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방위대강(平

にる

の

成31年度以降 係 防衛計画 大綱), 이하 新방위대강 을 2018년 12월에 발표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2018). 통상적으로 방위
대강은 10년 주기로 책정되지만, 新방위대강의 경우 그 주기가 5년으로 앞당겨졌다.
여기에는 2013년 방위대강 개정 시에 상정했던 것보다 국제적인 안보환경 변화가
엄중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新방위대강은 국제사회의 가속화되는 힘의 균형 변화
와 기존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 와 같은 급속한 안보환경 변화와 더불어 우주·
사이버·전자파 등 첨단 군사영역이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물리적 영역에서의 대응을
중시해 온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는 점을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한다.
新방위대강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방위에 있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과 같은
첨단 군사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점이다.
이는 중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안보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일본 방위력 강화의 핵심영역으로 급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新방위대강에는 2013년 방위대강에서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을
대신하는 방위력의 기본개념으로 ‘다차원통합방위력(多次元統合防衛力)’이 제시되었
다. 이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범위를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신 영역에
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新대강에는 이들 영역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우주영역에서는 “상대방의 지휘통제·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전자파를 활용한 전자전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레이더와
통신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내세우는 한편으로, 사이버 영역에서는 유사

8) 참고로 자위대에는 사이버방위대 이외에도 사이버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부대가 존재하는데, 육상
자위대는 시스템방호대(システム防護隊), 해상자위대는 보전감사대(保全監査隊), 항공자위대는
시스템 감사대(システム監査隊)를 각각 사이버방어를 위한 전문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107

시 “상대방에 의한 사이버공간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를 선언하였다.
또 하나 新방위대강에 드러난 사이버방위 전략의 특징은 안보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위대의 역할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
다는 점이다. 방위대강 개정 작업이 사이버 공격과 자위권 발동에 대한 국내의 법적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新방위대강
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공격에는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을 활용하여 공격을 저
지·배제한다”고 하여 유사시 자위대가 적의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사이버
반격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는 2018년 사이버시큐리티전략
안이 작성될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시한 개념으로 공격조짐을 포착하여
유사시로 판단되면 사이버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의 능력을 상실케 하거나 저하시킨다
는 의미의 ‘적극적 사이버방어’가 채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国家安全保障会議
作成日不明). 지금까지의 일본이 공격적 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서는 미일안
보조약에 기초한 미국의 확대억지력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이버 공간에
서의 사이버 반격능력 보유는 과거 방침으로부터의 실질적 탈피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어떠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이버
반격 행사 요건에 대한 기술은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대강이 책정되기 직전인 12월
초 일본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반격 요건으로 사이버공격을 한 상대국이
명확하고, 전력이나 교통기관 등의 핵심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위
권을 발동하여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반격을 허용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読売新聞 2018/12/4), 이와야 다케시(岩
屋毅) 방위상 또한 12월 4일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반격에 대해 “핵심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 권리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자위
대가 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防衛大臣記者会見 2018/12/4). 이들로 판단컨대,
新방위대강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이 빠졌지만,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
격이 국가의 의사에 기초한 계획적인 공격으로 판명될 때에는 자위권의 발동에 의한
사이버 반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방위대강의 추상적 원론적 표현과 방위상의 애매한 발언에는 일본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배경에는 국제사회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의 행동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이 부재한 현실이 있다. 유엔 등의 다자무대에서도 사이버 공격과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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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위권 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의 서방국가
들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러시아 등 非서방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향후 기술 혁신으로 사이버 안보 관련 정세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
했을 때, 사이버 공간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나 법률 책정과 같은 선도적인
대응이 자칫 향후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세변화를 지켜보면서 점진
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 진다(土屋大洋 2014, 268). 이와
관련하여 이와야 방위상은 11월 29일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사이버공격과
자위권의 관계에 대해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뒤 “어떠한
사례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 상
황에 따라 판단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議録 2018/11/29).

2. 양자 및 다자간 사이버방위 협력
일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자체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동맹국인 미국
과의 사이버 연대 강화를 통해서 자위대의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미일양국
이 사이버 안보에 관한 전략적 정책협의체 설치에 처음으로 공감한 것은 2011년
6월에 개최된 미일안보협의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에서
다(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共同発表 2011). 동 위원회는 공동발표문에서 “사이버공
간의 증대하는 위협에 의해 초래되는 과제에 일본과 미국이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 협의할 것을 결의하고, 사이버 안보에 관한 양국간 전략적 정책협의
설치를 환영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4년에는 양국간의 포괄적인 사이버 방위
협력이 필수라는 인식하에 ‘미일사이버방위정책워킹그룹(Cyber Defense Policy
Working Group: CDPWG)’이라는 양국 국방당국 간 실무급 협력채널이 설치되었

① 사이버에 관한 정책적인 협의추진, ② 정보공유의 긴밀화, ③
사이버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훈련 추진, ④ 전문가 육성, 확보를 위한 협력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있다(防衛白書 2018, 333∼334). 이 외에도 2014년
다. 이 협력채널은

국방당국간 협의체인 미일IT포럼 을 개최하고, 미육군의 사이버 교육기관에 연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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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견하는 등 미국과의 연대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2015년에는 미일양국의 방위협력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문서라 할 수 있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이하 新지침)’이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재개정
되었다. 新지침에는 지리적 제한을 완화시켜 아태지역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구축
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이 새롭게 반영되었고, 새로운 전략영역이라 할 수 있는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협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新지침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일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防衛白書 2016, 資料28).
자위대 및 주일미군이 이용하는 핵심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일본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cyber incidents)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주체적으로 대처하되
긴밀한 양국간 조정에 입각하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실시한다.
미일양국은 또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유한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본의 안전에 영양을 주는 심각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일정부는 긴밀히 협의하고 적절한 협력행동으로 대처한다.

요컨대 이는 미일동맹의 영역이 안보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군사
영역인 사이버안보에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시 최고의 사이버역량을 보유한 동맹국과
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新지침은 긴밀한 협력의 실체와 관련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011년 사이버공간의 국제전략(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발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한 이후 동맹국들과의 논의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왔다. 예컨대 2011년
열린 미호양국의 외교·방위각료회의에서는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성, 미호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이 태평양안보조약(ANZUS)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임
을 확인하였고, 2014년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는 가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NATO의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川口貴久
2015, 1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新지침이 사이버 공격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 영역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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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로부터 4년 뒤인 2019년 4월 미일 외교·국방장관의 참여로 개최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에서는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한 뒤 “일
정한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이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규정하는 무력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일본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해 미국의 일본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防衛省·自衛隊
2019/4/19). 따라서 향후 미일동맹이 단계적으로 사이버안보 분야로 확대적용 된다
고 가정한다면 미국에 대한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 신안보법제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존립위기사태(存立危機事態)’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다음 과
제로 남게 되었다. 사이버 공격과 자위권 발동에 대한 법적 논의를 국제사회의 규범형
성 논의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대응한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향후
이것이 미일동맹의 검토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일본은 사이버 방위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과의 연대강화와 더불어
NATO와의 협력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NATO와 방위당국간 사이
버협의체인 일-NATO 사이버 방위스텝 대화 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으로, NATO가
주최하는 사이버방위연습(Cyber Coalition) 에도 옵서버를 파견하는 등 운용면에
서의 협력도 염두에 둔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防衛白書 2018). 이에 더해 일본은
NATO의 사이버방위 관련 연구와 훈련을 실시하는 기구로 에스토니아의 주도하에
설치된 사이버방위협력센터(CCDCOE: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동 센터가 주최하는 사이버분쟁에
관한 국제회의(CyCon) 에 대한 참가는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방위연습인
락쉴드(Locked Shields) 에도 옵서버를 파견하고 있으며 정식 참가를 검토 중에

ニュース 2018/9/2). 특히 2018년 1월 아베 총리의 에스토니아 방문시에

있다(産経

는 CCDCOE에 대한 일본 참가가 승인되었고, 같은 해 5월 오노데라(小野寺五典)
방위상의 에스토니아 방문시에는 CCDCOE에 방위성 직원을 파견한다는데도 합의하

エストニア防衛相会談 2018/5/6). 사이버전 발생시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였다(日

발동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고려
할 때 이러한 행보는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전 관련
국제규범 연구를 선도하는 NATO CCDCOE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의 사이버방위
관련 법률논의를 심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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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가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고찰하는 것으
로 이 글을 마무리 짓기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 을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2019년 4월에는 사이버안보 관련 국가 최상
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본원칙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 수립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과 국가 사이버
안보 시행계획 에 반영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문에서 언급한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비서방진영과의 규범 경쟁에 있어 서구선진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활용한
일본의 선도적인 G7 규범외교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2013년 한국의 주도로 결성된
중견국들의 협의체인 믹타(MIKTA)를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규범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9). 올해 4월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전략 또한 6개의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제적인 파트너십 강화와
국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일 vs 중러로 대표되는 사이버 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견국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MIKTA는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국가안보실 2019, 23).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견국들의 공통된 규범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여 사이버안보를 중점협력이슈로 개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교적 경제적 필요성에 기인한 일본의 대ASEAN 역량강화지원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우리 또한 세계 최고의 IT강국이란 이점을 살려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
적 유대를 강화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ASEAN 국가들에 대한 사이
버 분야 역량강화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한-ASEAN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한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11월 부산에
서 개최예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정상회의의 성과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사이버안보 분야 역량강화 선언이나 한-아세안협력기금사업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이와 관련해서는 김상배(2017, 341∼342) 교수의 저서에서 시사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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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본 외무성이 효율적인 사이버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총합외교정책국 산하에
사이버안보 정책실이라는 새로운 전담조직을 설치했듯이, 한국의 외교부 또한 사이버외
교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요국들의 행보를 보게
되면 사이버안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미국 또한 국무부내에
사이버외교를 전담하는 국제사이버공간정책실(Office of International Cyberspace
Policy)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외교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한다(原田
2019, 6). 한국 외교부의 경우 국제기구국 국제안보과 가 사이버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 이 분야의 업무 증대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부서 신설은 서서히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넷째, 미일 동맹의 경우 올해 4월 미일 안보협의 위원회를 통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무가 사이버안보 영역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미일동맹이
첨단 미래전에도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 수준에 걸맞은
한미간 사이버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동맹을 사이버안보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미중갈등을
의식하여 국내 전문가들마저도 적극론과 신중론으로 견해가 갈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전략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는 양자 간 사이버안보 협력에까지 어두운 그림자
를 드리우고 있다. 한일 사이버대화는 2016년에 제1차 사이버안보 협의가 실시된
이후 후속 협의는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한일 사이버 대화는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조속히 2차대화가 개최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1차 대화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외교부 보도자료 2016/10/26), 2차 한일 사이버 대화
에서는 한국의 평창올림픽 경험을 일본과 공유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사이버공격
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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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Response to Cyber Threats:
Cyber Diplomacy and Cyber Defence
Sang-hyun Lee

Confrontations among states are increasingly on the rise in diplomatic and
military superiority in the field of space and cyberspace. Japan, which is an advanced IT country, is making every effort to respond to such issues by establishing basic laws and preparing strategies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cyber security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the cyber security strategy of neighboring Japan is embodied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defense, and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yber security strategy of Korea.
In promoting cyber diplomacy, Japan is focusing on spreading the norms of
the Western countries, promoting confidence building, and supporting capacity
building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Japan, with its identity as a
member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West, is leading the discussion on cyberspace
using the G7, a group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and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programs to strengthen capacity building around ASEAN countries. The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announced in 2018 put the defense capability of advanced military areas such as space and cyber in front. In addition,
in April 2019, the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countries showed that
the US-Japan alliance is being expanded into the advanced military area by clarifying that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rticle 5 can be applied to cyber attacks
against Japan.
Japan’s leading response to the cyber threat has much implication for Korea.
In the future, Korea should positively examine use of MIKTA, the strengthening
of capacity for ASEAN,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dedicated to cyber diplomacy, resumption of the Korea-Japan Cyber dialogue, and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in cyberspace.
Keywords: Cyber Diplomacy, Cyber Defence, Normative Diplomacy, Confidence

Building, Capacity Building, US-Japan Alliance, G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