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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구제역, 조류독감 및 기후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新안보
위협요인의 확대로 국가방첩체계의 공고화 필요성은 점차 증폭되고 있음에도 국
내 방첩조직 간 정보공유의 체계화 및 효율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우 미흡
한 상태인 만큼 방첩조직 간 유기적 정보공유체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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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
정보원 및 경찰청 정보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국내 주요 방첩기구 간 실
질적이고도 선제적인 정보공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의 경우 정보기관 간 활동의 조정 및 감독을 위해 총리실 소속의 합동정
보위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 JIC)와 보안부 소속의 합동테러리즘분
석센터(Joint Terrorism Analysis Center, JTAC)를 두고 각 정보기관에서 파견
된 분석관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고,
각 경찰관서의 특수활동국(Special Branches)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정
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 주도 하에 퓨전센터
(Fusion Center)를 운영함으로써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간 양방향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안컨대, 우리나라 역시 영국의 사례처럼 각 방첩조직 간 유기적인 정보공
유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ISE(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사례와 같이 퓨전 센터 형태의 양방향 정보공유 허브(hub)도 필
요하다. 이에 더해 국내 방첩기관 간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
률적 근거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방첩조직, 정보공유, 국가방첩전략, 법률 근거, 퓨전 센터, 영국,
미국


2018년 9월 1일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군 보
 국군기무사령부는
안 및 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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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테러 주체 및 위협 요인의 다양화로 최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수
준이 증대되면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
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활동 영역에 있어서
국내·외 경계마저 모호해 지면서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는 매우 시
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나 구제역, 조류독감 등
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안보 위해요인들로 인해 국가의 질서 및 안
보 침해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국가안보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 국가정보체계, 특히 방
첩활동 체계가 내실화, 효율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 또 다른 국민 불
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정보원1) 및 경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국내 방첩조직 간의 유
기적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독일의 공공정책 분야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아델피(Adelphi)에
서 최근 발간한 ‘지구 온난화 속 반란과 테러리즘, 조직범죄’ 보고서
에 의하면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을 기회로 조직원 확충을 통해 세를 확산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
고, 더 나아가 물이나 광물 등 천연자원을 일종의 전쟁무기로까지 활
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2015년 개최된 파리기후변화협약

1)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활동’을 삭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 후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
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지훈, “국정원 이름 18년 만에 바뀐
다....‘대외안보정보원’ 개명 추진(종합)”, 『연합뉴스』, 2017. 11. 29).
2)	권혜진, “기후변화로 물·식량부족 심화.... 테러리즘 확산 부채질”, 『연합뉴스』,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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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각 국 정상들이 ‘기후변화가 미래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기체 방출 제
한을 약속한 것만 보아도 새로운 안보위협요인들로 인해 국가의 안
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3)
그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전담조직(2차
장실)4)을 비롯하여 경찰청 정보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방첩활동
을 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기관 간의 정보공유, 특히 방첩정보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연계 체계 마련
에 중점을 두어 국내 안보상황을 위협하는 다양한 ‘국외’ 정보 위해요
인들에 대한 대응, 특히 대테러, 대방첩 활동(Counterintelligence),
대스파이(Counter-espionage) 및 대사보타지(Sabotage) 활동 등
을 비롯하여 에너지, 금융, 기후 등 다양한 新안보위협요인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방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첩기관 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다양한 문헌연구를 병행함으
로써 보다 실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3)	김성, “물·식량부족, 생존권·안보위협.....일촉즉발 사태 야기”, 『국방일보』, 2017.
4. 21.
4)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ask Force)에서 방첩 및 대테러
등 국내보안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하되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정보보안국
과 정보분석국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윤혁, “국정원 국내파트 정보보안·정
보분석국 폐지”, 『서울신문』,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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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방첩활동 및 조직체계
1. 방첩활동의 범주 및 방첩기관의 역할
대통령령 제29289호 ‘방첩업무 규정’(2018. 11. 20 시행)에 따르
면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
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인들이 테러를 비롯하여 기후환경이나
생태계, 천연자원 등 각종 경제·사회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면
서 방첩 환경 역시 과거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미래예측보고서
에 따르면 2030년이 다가오면 세계인구가 83억에 육박하고 전 세계
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연금수령자가 급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러한 변화는 사회적 결속의 완화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맞물려 식량, 물, 에너지 등 자연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
가 간 분쟁 가능성마저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계속된 식량 가격 인
상이나 식량 품귀 등으로 촉발되는 갈등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 안보에만 머물던 안보의 개념이 테러나 사이버 영역으
로까지 확대되었고, 안보의 위협 주체 역시 과거 ‘국가’ 차원을 넘어
‘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되었다. 정치적 또는 종교적 원인에 머물던
테러의 범주도 뉴테러리즘으로 확대되면서 위협 요인이 다각화된 것
처럼 사이버 영역으로의 확장 등으로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위협이나 특정 범주 내 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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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그들만의 문제로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특히 정보
기술이나 무기체계, 로봇공학의 발달 등으로 미래의 안보환경은 더
더욱 예측조차 힘들어 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안보환경에 대응
하기 위한 방첩기관의 노력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대테러활동의 효율적 통합 조정을 위해
2002년에는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을 제
정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정을 통해 국
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을 신설함으로써
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시도하였다.
국토안보부(DHS)는 국토안보부법에 의해 미국 내 테러리스트의
공격 예방 및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능력 강화, 테러 발생 시 피해
의 최소화 및 재건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부처 간 조정,
테러정보 수집,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정보를 FBI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2016~2020 국가방첩안보센터 전략계획(National
Counterintelligecne and Security Center Strategic Plan)에 따
르면, 미국 방첩전략의 목표는 외국이나 기타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정보와 능력을 증대시키고, 미국의 주요 인프라와 시설, 비
밀 네트워크와 중요 정보 및 요인을 보호하며, 조직 효율화를 통한
임무 완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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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방첩기관 조직체계 및 활동 실태
가. 한국의 방첩조직 체계 개요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5)에서는 ‘정보(국외
정보와 국내보안정보, 통신정보6)를 포함)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 등
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정보수사기관이라 규정하
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
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7) 또한, 정보 및 보
안업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
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가정보원장의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 대상기관 및 업무 범위
연번

1

2

3

조정 대상 부처

조정 업무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외교부

1) 국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통일부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3)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5)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시행.
6)	위 대통령령 제2조 제3호에서 통신정보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
신·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대통령령 제3조(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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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법무부

1)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2)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소 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4)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7)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국방부

1)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소 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4)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6)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1)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2)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4)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문화체육관광부

1)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4)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0

방송통신위원회

국내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작성에 관한 사항
1)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는 조
직은 국가정보원 2차장실의 국내정보파트를 비롯하여 법무부와 국방
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령으로서 ‘방첩업무 규정’8)에서는 방첩
기관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9)

8)	대통령령 제29289호, 2018. 11. 20 시행.
9)	구 국군기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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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무부, 관세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첩기관 외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중 국정원장이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정원장
이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을 방첩 ‘관계기
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에 맞춰 국내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과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 및 (국방부 산
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방첩 관계기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10)
나. 한국 방첩기관의 조직 및 활동
우선 국가정보원의 방첩활동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행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는 ‘국외정보’와 ‘국내 보안정보’ 가운데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국정원의
직무로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다. 국정원의 경우 국외정보를 담당하
는 정보기구임에도 영국의 보안부(SS)나 미국의 FBI 또는 DHS와 같
은 국내 정보 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핵심적인 국내정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방첩활동’과 ‘대테러정보활동’, 그리고 ‘대정부전복’과 관련
된 정보활동을 직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첩기관의 하나로 경찰청 정보국을

10)	해양경찰청의 경우 2017. 7. 26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다시 공식 출범하였으나 세
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지난 2014. 11. 17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
면서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정보에 관
한 사무’만으로 업무범위가 제한되면서 해경의 수사·정보 인력 감소 및 이로 인한 활
동의 약화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해양경찰청의 정보활
동과 관련하여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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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치안감인 정보국장 아래에는 특별히 정책정보11)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하는 정보심의관(경무관)을 두고 있고, 정보 1과
부터 4과까지 4개 과와 그 아래 총 15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 소속 하에 16개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각 지
방경찰청에는 정보과장 아래 정보 1·2·3·4계가 있다. 다만, 서울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인 정보관리부장 아래 정보1과와 정보2과
를 두고 있고, 부산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의 경우 3부장 아래, 대구·
인천·광주·대전경찰청은 1부장 아래 정보과를 두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 소속 하에는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의 경우에는
정보과 소속으로 정보계와 보안계를 두어 정보계에서 서무, 신원조
사, 채증판독 등의 내근 업무와 외근 정보수집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
록 하고 있다.
경찰청 정보국과 지방경찰청 정보부 또는 정보과, 그리고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정보관은 2017년 말 기준 총 3,400여 명에 이
른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활동은 이러한 정보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 기
능의 활동 외에도 대북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보안 기능 및 외국인 관
련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외사 기능을 비롯하여 수사·형사 경찰과
심지어 전국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찰의 정
보활동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범죄정보활동을 포
함하여 치안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정보활동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에서는 경
찰청 정보국장의 사무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
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정보활동 영역

11)	경찰청에서는 정책정보 업무를 ‘기획정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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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수집·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치안정보’를 구체적으로
예시·열거함으로써 경찰정보활동의 영역이나 범위와 다르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
의 예방·진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나 ‘국가 사회의 안
녕과 질서를 유지 보전’하는 경찰의 활동에 대테러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여기서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상 ‘방첩’의 개념을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
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
함하는 모든 대응활동’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때, 국내정보활동, 특
히 ‘정책정보’ 활동과 ‘치안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의 정보활
동의 경우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활동이기 보다는 ‘국내’ 치안
질서 유지와 국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보활동이 주된 역할이니만
큼 방첩업무 규정 상 정의된 방첩활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해
석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경찰의 정보활동에는 앞
에서 언급했듯 대북 정보활동과 외국인 대상 정보활동, 그리고 대테
러 정보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져 방첩활동의 범주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2)
경찰청 외 방첩조직으로는 대표적인 군 방첩기관으로서 군사안보
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를 들 수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2)	방첩의 개념 및 범주와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제3조에서는 해외정보를 ‘외국정부와 산하 조직·기관 및 외국인의 능력·의
도·활동 또는 국제테러활동과 관련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방첩활동은 ‘외국정
부·산하조직·기관 및 외국인에 의하거나 이들을 위하여 행해지는 스파이활동과 기
타 정보활동, 파괴활동(sabotage) 또는 암살과 국제테러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과
그로 인해 얻어진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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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통령령 제29114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13)을 근거로 국방부장
관 소속 하에 설치되어 군사보안 및 방첩 등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
으로서 사령관 아래에 국방부 직할 부대와 기관 및 합동참모본부 지
원 기무부대, 각 군 본부 지원 기무부대, 군사안보지원부대, 정보보
호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방위산업청 군사안보지원부대, 국방보안
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업무는 군 보안 및 군
방첩,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
전 지원, 방위산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등이다.
광복 이후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과 정치·경제, 사회질서의 혼란
속에서 대공 업무 전담기구의 창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48년 5월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에 특별조사과가 설치되었고, 이후 1948년 11
월 특별조사대를 거쳐 1949년 10월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대로 개편
되어 간첩 검거 및 부정부패자 색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50
년 10월에는 육군 특무부대로 확대되었는데 이후 1953년 1월에는 해
군 방첩대가 창설되었고, 1954년 3월에는 공군 특별수사대가 창설되
었다. 1960년 7월에는 방첩부대로 개칭 후 지하조직 침투 간첩 검거
및 좌익세력 척결에 주력하였는데 국군 월남파병에 맞춰 1965년 9월
에는 한국군사령부 방첩대로 창설되었다. 국방부 및 육·해·공군에
대한 보안·방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3군의 보안부
대를 통합하여 1977년 10월에는 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하였고 이후
1991년에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하여 대테러 및 경호활동, 국방 정
보통신 체계 보호 및 정보전 대응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다가 현
재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이르고 있다.14)
13)	2018. 9. 1 자로 시행 중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제4조에서 직무 범위를 규정
하고 있다.
14)	자세한 내용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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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활동과 마찬가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방첩활동
역시 해석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행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령에는 ‘군 방첩’ 활동에 대해 명확한 정의나 범주에 대해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 규정 상 ‘방첩’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
용하고 있고, 첩보 수집의 대상 범주를 ‘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
업에 관한 첩보와 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정부전복 및 대테러, 대간첩 작전 등과 관련
된 국내외 군사 첩보활동’을 군 방첩 정보활동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영국·미국의 국가방첩 전략 및 대응체계
가. 영국의 국가방첩 체계
영국의 경우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보안부(Security Service, MI5)
는 국외정보를 담당하는 비밀정보부(Secret Intelligence Service,
MI6)와 구분되어 테러리즘이나 방첩(counterintelligence), 대량살
상무기 확산,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15) 1989년 보안부법(Security Service

15)	James Burch, A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for the United Stat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Homeland Security, Homeland Security Affairs Vol.3, No.2,
2007,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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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1989)에 따라 국외 세력 정보원의 스파이활동(Espionage)
이나 테러리즘, 사보타지로 인한 위협과 정치적, 산업적, 폭력적 수
단에 의해 의회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거나 약화시키려는 활동으로부
터의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외 위협으로부터 영국의 경제
적 안정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보
안부는 이렇게 광범위한 정보 대상에 대해 국내 감시활동을 수행하
면서 런던경찰청을 비롯하여 Provincial Special Branches를 포함
하는 영국 내 56개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
히, 9.11 테러 이후에는 아일랜드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IRA)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테러 위협 외에도 다양한 국가적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Prevent), 추적(Pursue), 보호(Protect) and
준비(Prepare) 등 네 가지 전략적 접근을 토대로 한 방첩 전략, 즉
‘CONTEST(Counter-Terrorism Strategy)’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기관 간 활동의 조정 및 감독을 위해 총리 아래에 합동정보위
원회(Joint Intelligence Committee, JIC)를 두어 보안부(Security
Service, SS) 및 비밀정보부(Secret Intelligence Service, SIS),
정부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
GCHQ), 국방정보본부(Defense Intelligence Staff, DIS) 등 각 정
보기관에서 파견된 인력과 지역별, 분야별 분석팀이 활동하게 하는
데, 각종 위협과 위험을 평가하여 일일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총리 및
내각에 보고한다.16)
또한, 2003년에는 보안부(SS) 감독 하에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
(Joint Terrorism Analysis Center, JTAC)를 설립하여 각 정보기
관으로부터 파견된 분석관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16)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학』, 박영사, 2013,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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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7)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에는 보안부를 비롯하여 경찰, 그리
고 비밀정보부를 비롯한 11개 정부 부처로부터 파견된 분석관이 국
가 수준(national level)의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 분석 역할
을 수행하여 테러리즘의 경향과 조직,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보
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장은 보안부장에게 보
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JTAC의 분석관들은 특별히 보안부의 국제
대테러(International Counter Terrorism) 및 대스파이(Counter
Espionage), 대대량무기확산(Counter Proliferation) 부서와 긴밀
히 협력하고 있다.18)
합동테러리즘 분석센터(JTAC) 외에 또 하나의 반독립적인
(semiautonomous) 정보기구로서 국가기반시설보호센터(Cente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 CPNI)가 존재하
는데, CPNI는 2007년 2월에 설립되어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이
나 요소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사업들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전문적
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CNPI 역시 JTAC와 같이 보안부를 비롯하여 GCHQ 등 전자통신
보안 그룹과 경찰 등 여러 부처로부터 파견된 분석관들로 구성된 조
직으로 센터장은 보안부장에게 보고 책임을 지고 있다.19)
보안부는 구역 단위(regional level)나 지역 단위(local level)
수준의 테러 상황에 대해서도 각 경찰관서의 특수활동국(Special

17)	James Burch, 앞의 책, p.6.
18)	Brian A. Jackson, The Challenge of Domestic Intelligence in a Free Society :
a multidisciplinary look at the creation of a U.S. domestic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gency, The RAND Corporation, 2009, p.127.
19)	Brian A. Jackson, 앞의 책,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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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es)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보안부에서는 부령
(Ministerial guidelines)을 통해 각 특수활동국에 기본적인 활동 지
침을 제공한다. 특수활동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안보와 관련
된 비밀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인데, 9.11 테러 이후 발전된 조직 체
계를 통해 보안부와 상호 협력 하에 아일랜드공화국군이나 국내외
테러 및 극단주의자들로부터의 테러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냈다.20)
나. 미국의 국가방첩 체계
미국 국가정보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방첩안보센터(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의 ‘2016 국가방첩전략(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of USA 2016)’에 따르면 미국은 미
국의 경제력 및 국방력 약화나 에너지, 재정, 국방 등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테러집단은 물
론 비국가 행위자의 인간정보 활동이나 기술정보 활동에 대응하여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이를 추적, 저지, 억제할 수
있는 조직화된 국가방첩전략을 수립,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사이버스파이(Cyber-espionage) 대응 활동에 주
력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변화는 물론 문화적 환경 변화까지 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위협을 감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히, 사이버영역에서의 주요 정보 및 네트워크 보호를 포
함하는 국가 방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가방첩전략은 외국의 정보기관은 물론 테러조직, 사이버

20)	Brian A. Jackson, 앞의 책,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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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자, 악의적 내부자와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산업스파이까지를 대
상으로 하는데 5개의 임무 목표(mission objective)와 2개의 실천 목
표(enabling objective)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의 임무 목표 가운데 첫 번째 임무목표는 미국의 국익이나
주요 정보, 자신에 대한 외국 정보기관의 계획이나 의도, 역량, 정보
활동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정책 결
정자에게 적절하고도 믿을 만한,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게 된다. 두 번째 목표는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이나 계획, 활동을 억
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목표는 내부자로부터의 위협을 추적하고 저
지하며 완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내부자의 위협은 조기 추적이 중요
한데, 지속적인 이상행동(anomalous behavior) 진단 및 평가 프로
그램 시행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네 번째 목
표는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 정보나 자산을 지키는 것으로 이러한 권한이나 임무, 책
임을 토대로 하여 미국의 정보체계와 주요 국가 기능 및 주요 기반시
설이나 기술을 보호하고, 취약요소를 찾아내는 한편, 법집행 기관과
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불법유출을 차단한다. 다섯 번째 목표는 컴
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국의 중요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사용을 방해 또는 유출하고자 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활동을
탐지하여 대응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미국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 역량이나 활동, 의도를 감지하고,
사이버 공격이나 부당 이용을 저지하며, 위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분
석한다.
실행목표의 경우 첫 번째 실행목표는 확고한 협력체계 구축 및 책
임 있는 정보공유와 수호, 그리고 효과적인 협력 강화이다. 외국의
정보조직은 비밀정보는 물론 중요정보와 자산에도 위협을 가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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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민간영역이나 국제적 동반자까지를 포함하여 전 정부적으로 외국
정보조직의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위협요인을 탐지하기 위해 민간영역을 포
함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차원에서 교육 및 탐지 프로그램을 발전시
키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보고 및 분석,
조사,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및 국
제적 협력을 통해 얻어진 교훈이나 우수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실행목표는 외국 정보조직으로부터의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
한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이다. 외국 정보조직은 물론 내부 위
협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장
비와 자원을 포함하여 방첩정보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기술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략과 정책 및 통제 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2. 미국의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및 사례
가. 미국의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미국의 경우에는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와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주로 방첩활동을 담
당한다. FBI의 경우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Branch)에서 대
테러과(Counterterrorism division)와 방첩과(Counterintelligence
division), 정보과(Directorate of Intelligence), 그리고 대량살상무
기과(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rectorate)를 두어 방첩정
보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국토안보부(DHS)는 9.11 테러를 계기로 테
러 공격의 사전 예방 및 테러 발생 시 사태 수습을 목적으로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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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정된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22
개 행정부처를 통합, 약 17만 명의 인원을 흡수하여 탄생하였다. 국
토안보부(DHS)는 CIA나 FBI 등 관련 정보기구와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 공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의 제조, 반입을 사전에 예방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안보부에서 정보 업무를 핵심적으로 수
행하는 부서는 정보분석국(Office of Intelligence & Analysis)이
라 할 수 있는데, 정보분석국의 주요 임무로는 정보 분석을 통한 위
협의 인식과 국내 안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공유 및 정보 관리 등
이다. 정보분석국에는 국장 아래 분석팀, 미션 지원팀, 계획 및 정
책, 성과 관리팀, 정보 공유 및 관리팀, 방첩팀, 대테러팀(Homeland
counterterrorism), 현용정보팀(Current Intelligence), 국경안전
팀, 작전팀, 사이버 및 기반시설팀 등을 두고 있다.21)
정보분석국은 각 주나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영역에 이르기까
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
로는 국내 안보와 관련된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
략(Homeland Security Enterprise)을 주도하는 한편 State and
Major Urban area Fusion Center를 운영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정부 간에 양방향 정보 공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22) 9.11 테러 이후 9.11 조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민간 영역까
지를 포함하여 전 정부 차원에서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안
보부 주도로 퓨전센터(Fusion Center)를 설립하였는데, 퓨전 센터
의 목표는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법집행이나 정보 영역에서의 관
21)	www.dhs.gov/xlibrary/assets/org-chart-ianda.pdf(2017. 4. 24 검색).
22)	www.dhs.gov/state-and-major-urban-areas-fusion-centers(2017. 4. 24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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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주
(state) 또는 지방(local)의 주요(primary) 또는 공인된(recognized)
퓨전 센터가 78개 설립되었다.23) 일부는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일부는 마약 차단이나 범죄통제 또는 지역 협력 등 법집
행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림 1>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의 정보공유 체계

또한,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을 토대로 설립된 국가대테러센터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와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telligence Center)는 국가정보장(DNI)의 요구에 따라 ① 대테러
와 관련되어 미국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분석, 종합하고 ② 대테러활
동에 대한 전략적 실행계획(Strategic operational planning)을 수
립하며 ③ 정보기관이 임무 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④ 이미 알려져 있거나 혐의가 있는
테러리스트와 국제 테러단체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는 역

23)	이 중 53개는 주요 퓨전 센터이고, 25개는 공인된 퓨전 센터였다. 주요 퓨전 센터는
공인된 퓨전센터의 협력을 받아 주요 정보의 공유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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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한다.24)
9.11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FBI의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
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FBI의 분권화된 조직구조와 적절치 못한
정보기술이 관련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없도록 하였다
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FBI 요원들이 대테러 정보를 높은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 알카에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고,
세 번째로는 FBI의 이러한 단편적인 수사정보가 정책 결정자에게 국
가 차원의 테러로까지 이를 수 있음을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경우 DHS를 신설하였고, DNI와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를 신설하였다. 또한 FBI를 개편하였고,
현장정보단(Field Intelligence Groups, FIGs)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대테러센터(NCTC)와 주
(state) 또는 지방 조직들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는 것과 정보 공유에 있어서 조직 간 장벽이나 내부 갈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25)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국토안보부 내 정보분석국에서 운영
중인 State and Major Urban area Fusion Center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간에 양방향 정보 공유의 허브로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국가정보장 및 국토안보부의 신설이나 FBI의 변화
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이 국가방첩실(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ONCIX)의 조직
변화이다. 기존 FBI 아래 두었던 국가방첩실은 2004년 정보개혁 및
24)	US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Laws and Regulations Handbook, 제
1021조, pp.130-133, p.151.
25)	James Burch, 앞의 책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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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정보장(DNI) 아래로 재편되었다. 국가방첩실
의 책임자인 국가방첩관(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NCIX)은 매년 국가정보전략(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NIS)
에 따라 국가방첩전략(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를
수립하고, 국외로부터의 정보위협을 평가 분석하며, 정보 수집활동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6)
나. 미국의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사례
미국의 정보공유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안보위협에 대한 정보공
유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는 특히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해 정보가 수집되었을 때 공식적인 채널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유연하고도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부 기관 간 및 민
간 영역과 정보를 교류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첫 번째 단계로 정보가
공개정보활동 또는 비밀수집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위협요인이 다른 기관
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비밀 수준 등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라 보고·전파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의 정
확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
계에서는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접근 권한이나 사용 제한 등을 고
려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국토안보부의 정보 네
트워크와 같은 보안 전자체계를 통해 정보공유 허브(Informationsharing hub)로 보내진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를 종합, 평
가,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26)	http://www.dni.gov/index.php/about/organization/office-of-the-nationalcounterintelligence-executive-what-we-do(2014. 2.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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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단계는 안보 위협을 완화시키는 단계이고, 일곱 번째 단계
는 이렇게 활용된 정보를 다시 환류하는 단계이다.

<출처 : Critical

Infrastructure Threat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 : A Reference Guide
for the Critical Infrastructure Community, 2016. 10., Homeland Security>

<그림 2>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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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정보공유에 있어서 지방 또는 지역 단위의 정보공유 허
브는 우선 FBI 현장요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주 또는 주요 Urban
Fusion Center에 전달되도록 한 후 지역 네트워크에까지 정보를 공
유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정보공유 허브에서는 FBI 본부를 비롯하
여 국가대테러센터(NCTC) 등 관련된 정보기관 및 정부기관과 정보
를 공유하고, 수사조직이나 유관 기관 역시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출처 : Critical Infrastructure Threat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 : A Reference Guide
for the Critical Infrastructure Community, 2016. 10., Homeland security>

<그림 3> 미국의 정보공유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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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의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1. 우리나라의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의 문제점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3조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
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
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업무의 범위를 ‘국가 기
본정보정책의 수립과 국가정보의 중장기 판단, 국가정보목표 우선순
위의 작성,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정보예산의 편성, 정보 및 보안업
무의 기본지침 수립’으로 명시하고 있고, 앞에서 보았듯 조정업무의
범위 또한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찰청 정보국의 외사정보를 포함한 국내보안정보
활동을 비롯하여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국외정보 및 국내보
안정보, 통신정보 등의 군 방첩활동,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의
정보활동을 비롯하여 외교부의 국외정보활동, 법무부의 국내보안정
보활동 등 방첩 관계기관의 정보활동을 국가정보원장이 조정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가
정보원이 경찰청을 비롯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대표적인 국내
방첩조직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분석되는 정보를 통합, 사용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제도적 문제 등에
대해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법률 기반과 관련하여서는 직무규정과 권한규정의 해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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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정’과 ‘통합’ 등 권한 및 임무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예컨대,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군사안
보지원사령부령 등 대부분의 정보기관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현재
권한규정이 아닌 직무규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직무규정을 권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
다. 이는 헌법 제37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에라도 반드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한하
는 경우에라도 본질적인 영역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법률 근거를 권한 규정이라 한다. 요약컨대, 현재 국
가정보원법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에서는 정보활동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모두 ‘직무’의 범주로 규정하
고 있다. 즉, 국가정보원의 국외정보활동과 대북·대정부전복·대
공·방첩·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국내보안활동에 대해 국가정보원
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도 경찰의 ‘치안정
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을 경찰의 ‘직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역시 ‘군 및 군 관련 첩보수집·처
리’ 등 군 방첩활동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이 아닌 단순히 ‘사무
관할’, ‘업무 범주’에 대한 직무규정으로 명시해 두고 있는 것이다. 다
만, 이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직무 규정을 권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점과 과거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등의 규
정 역시 ‘직무’ 규정에서 현재처럼 ‘권한’ 규정으로 분화된 점, 독일
외 대다수 국가에서도 여전히 직무규정을 근거로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추후 명확한 ‘권한’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과는 별개로 현재의 직무규정을 권한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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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약할 수 있다.27)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
3조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 역시
단순히 ‘조정’하도록 직무 범주를 규정한 것이 아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정 및
통합·활용’까지 할 수 있는 권한 규정이 추후 필요한 지에 대한 법률
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내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앞에
서 살펴 본 미국,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2. 효율적 정보공유를 위한 정책적 대안
앞에서 보았듯 대표적인 정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
국의 경우 이러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다. 영국의 경우 총리실 아래에 합동정보위
원회(JIC)를 두어 각 정보기관 간 활동의 조정 및 감독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각 정보기관에서 인력을 파견
토록 함으로써 분석 및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내
정보 전담조직인 보안부(SS) 아래에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를
두어 비밀정보부를 비롯하여 경찰 등 11개 정부 부처로부터 파견된
27)	정보활동의 법률 근거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규정과 권한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경
환·백창현, “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 『한국경찰
연구』 제11권 제4호, pp.151-1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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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관이 보안부장 책임 아래 국가 수준의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 분석과 정보공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은 물
론 구역 단위나 지역 단위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 경찰관서의 특수활
동국(Special Branches)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
적인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데, 미국은 매년 국가방첩전략
에 따라 사이버영역을 포함한 국가방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임무목표와 실천목표를 구성함으로써 방첩정보활동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정보공유를 위해 국토
안보부 내 정보분석국 주도 하에 Fusion Center를 두어 주(state)는
물론 각 지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정보공유의 허브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 방첩기관 간 유기적 연계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법률 근
거 마련 필요
제안컨대, 한국의 경우에도 영국과 같이 현재의 국내 정보조직, 특
히 방첩조직 간 실질적인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여러
방첩조직을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interconnect)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각 방첩조직의 기
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기관 간 연계를 강
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
우의 장점은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한 상태에서 방첩활동, 특히
대테러 등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방첩기구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
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ISE(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사례, 즉 Fusion Center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 간
정보공유 사례에서처럼 정보 공동체는 물론 주 정부와 구역 단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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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법집행 기관이나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테러 정보의
공유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만하다. 다만,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양방향 정보 공유와 민간 영역과의 정보 공유
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
으로 남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와 표
준화 된 계층화, 그리고 운용 프로그램과 절차 등의 표준화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연방정부로의(to the federal level) 정보 전달
만이 아닌 연방정부로부터의(from the federal level) 정보 전파로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방첩조직의 활동 영역은 대체적으로 방첩(Counterintelligence)
과 대테러활동(Counterterrorism), 그리고 조직범죄나 대량살상무
기 확산 방지 등의 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기후환경이나 생
태계, 자연자원 등 새롭게 부각되는 新안보위협요인에 대한 방첩활
동과 대테러활동은 방첩기관의 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경찰청 경비국 내에 대테러 활동을 전담
수행하는 위기관리센터 대테러계를 두고, 보안국 내에 대북 및 방첩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두어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행
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및 방첩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도 조정하고 있
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활동을 위한, 특히 대테러 및 방첩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위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된다. 실제 현행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는 ‘국외정보’
와 ‘국내 보안정보’ 가운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국정원의 직무로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다. 국정원의 경우 국외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구임에도 영국의
보안부(SS)나 미국의 FBI 또는 DHS와 같은 국내 정보 기구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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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핵심적인 국내정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방첩활동’과 ‘대테
러정보활동’, 그리고 ‘대정부전복’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직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대테러정보활동이나 방
첩정보활동을 수행 중인 경찰의 정보활동과 현행 법률상 이러한 활
동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근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는 ‘방첩’활동과 관련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단지 대테러 정보활동이나 대북정보활동, 외사 정보활동 등을 포
함하고 있는 실제 업무 범주나 법률 해석을 통해 방첩정보활동을 수
행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 방첩활동에 있어서 그 어느 조직보다 광범
위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 정보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방첩기관 간 효율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논
의되어야 할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중화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독립적인 정보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방첩 및 대테러 활동을 보다 효
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이는 현재
의 방첩 조직 간 연계 강화 및 이를 통한 정보공유의 확대 방안 논의
와 맞물려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보활
동의 효율화와 이러한 집중화로 인해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침해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오랜 논쟁의 핵심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방첩정보 전담기구의 신설 문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방첩정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면 어
떤 형태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독립적인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
안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직들을 단순화 하는 방안이나 현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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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한 후 이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한데, 이 경우 영국 보안부
내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나 미국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
(NCTC) 및 국가정보센터(NIC), 그리고 국토안보부 내 정보분석국의
Fusion Center와 같이 대테러 및 방첩활동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협의 및 실행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 보안부와 같이 경찰은 물론
국외정보를 전담하는 국외정보기구를 비롯하여 방첩활동 및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유관 기구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
석관 파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내 정보분석국 아래에 설치된
Fusion Center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예컨대, 퓨전센터는 테러 대응을 목적으로 정보기관 간 정보를 연결
(connect the dots)하기 위해 인력이나 기술적 지원, 훈련, 정부의
재정 지원, 연방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설립되었지만, 2013년
보스톤 마라톤 폭발 사건(bombing)으로 정보공유의 한계를 드러내
면서, 특히 보스톤 지역 퓨전 센터에서 마라톤 대회의 위협 요인 진
단을 하지 않았고, 폭발물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2013년 Brennan Center for Justice report에 따르면, Price
가 16개 주요 경찰서와 19개의 연계된 퓨전 센터, 그리고 FBI 산하
의 12개 합동테러 테스크포스(Joint Terrorism Task Forces)를 조
사한 결과, 조직화는 되었지만 정보공유에 있어서 느슨한 협력체계
나 외부 통제 수준 저하 등으로 인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organized chaos)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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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첩정보활동을 위한 명확한 ‘권한 규정’ 마련
법률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방첩정보활동을 위한 법률적 기
반을 보다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방첩기관으로서 국가
정보원을 포함하여 경찰 정보조직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방
첩정보활동 관련 법률 규정의 명확화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듯 각각의 방첩기관들의 정보활동을 위한 법
률은 물론이고 각 방첩기관 간의 실효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각 방첩기관의 활동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 규정의
마련 역시 시급하다 하겠다. 연혁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직무규정’을
‘권한 규정’으로 해석함으로써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방첩정보활동
이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감안할 때 향후 방
첩활동을 수행하는 정보기관이 안정적으로 방첩활동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명확한 ‘권한 규정’의 마련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는 데
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V. 결론
사이버테러를 비롯하여 생태계, 기후환경 및 각종 경제·사회적
요인을 넘어 에너지, 물·식량 등 자연자원 등 新안보위협요인의 다
양화로 정보기관 간의 정보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
었다. 특히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현실 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
간으로까지 안보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위해요인들에 대해 즉각
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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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로 부
각되었다.
요약컨대, 새로운 안보 위협요인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보 역
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특히 방첩활동을 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대표적
인 정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 역시 방첩정보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어 법률적·제도
적으로 보다 고도화·체계화 된 정보공유 체계 마련이 절박한 실정
이다. 방첩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 마련은 물론 새롭게 부상하
는 다양한 안보 위협요인들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까지 포함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첩정보를 실
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이나 또는 기존 조직 내 정
보공유의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직을 마련함으로
써 이를 통해 전 국가적으로 방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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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 Focusing on UK and USA cases Moon, Kyeong-Hwan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Steadily more effective and proactive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domestic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has been required because
of enhanced neo-threats such as avian influenza an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C) headed by foot-and-mouth
disease(FMD) virus in addition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Thus this paper focuses on the reviewing the cases of UK and
U.S.A. and finding the practical developments for applying to Korean
domestic agencies including NIS, KNPA Intelligence bureau,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In UK dispatched analysts from the respective intelligence agencies
share their intelligence, even with police special branches. while
working at Joint Intelligence Committee(JIC) under prime minister
and Joint Terrorism Analysis Center(JTAC) collocated with the
Security Service, whereas Fusion Centers managed by Office of
Intelligence Analysis(OIA) of DHS share the intelligences interactively
from federal governments to national and local information hub in
America.
After reviewing the cases of UK and U.S.A., we conclude that
Korea is also required to systematize effective intelligence sharing
frame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like JIC or JTAC of UK and
Fusion Centers of U.S.A. Additionally for this, establishing legal basis
is a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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