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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다른 분야들과 달리 국내정보문제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논
란이 되는 주제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지만
최근 미국에서 국내정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가 있다. 물론 국내정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범위를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비록 정보환경이나 정치적 현실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여
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정보개혁을 경험했던 미국의 국내
정보 및 방첩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정보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는 우리가 생각헀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
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 담당기관인 FBI는
말할 것도 없이 군정보기관과 CIA도 국내정보에 깊게 관여해왔다. FBI의 코인
텔프로와 수집활동은 학계와 언론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
며 이따금 불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런 미
국의 국내정보사례는 그 자체로 국익수호와 인권침해의 위험한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활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정보활동
사례는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이 단순한 국내위협세력의 무력화를 넘어서 ①
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대세력에 대한 영향력공작 창구,

③해외 적

④공세적 방첩공작 자원으로 활용 등을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의 이런 부수적인 이득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의 남용과 일탈에 대한 유혹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와 시
민권침해의 경계선상에서 활동하는 국내정보를 무조건 족쇄를 채우려하기보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기준을 이용하여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
도록 길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또한 국내/국외정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전략정보의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분리문제를 자초할 수가 있다. 9.11 조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대
테러라는 전략적 이익의 수호가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국내위협에만 집중하려
는 FBI의 집착이 결국 정보분리와 정보실패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정보공동
체들이 공유하는 커다란 전략적 그림을 토대로 정보활동이 보완되고 융합될 필
요가 있다. 또한 되풀이되는 정보실패의 악순환과 경직된 정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미국의 국내정보에 대한 이 연구가 우리학계에서도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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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길 바란다. 다만, 주제가 주제니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본 연구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학문적 토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길 기대
한다.

주제어

국내정보, 국외정보, 방첩, 정보공동체, 정보분리, 정보실패,
코인텔프로, 적극적 정보, 소극적 정보

※ 이 성과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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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정치학의 신흥 학문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정보학에 있
어서 국내정보에 대한 주제만큼 논란이 되는 주제도 없다. 정보분석,
정보실패, 정보통제와 같은 주제처럼 공통된 학문적 켄센서스도 없거
니와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학문적 토론에서 이 주제가 갖
는 불편함이나 민감함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최근 미국의 정보학계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 어떻게 보면 기피해왔던 국내정보에 대한논의가 시작되고 있
다. 국내정보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국내정보이고 어디까지
가 국외정보인지를 구분하거나 경계를 짓는 것이 쉽지는 않다.1) 다
만 정보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는 국가정보역량의 강화차원에서 과연 국내정보와 국외정보의
이분법적 구분이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어디까지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고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와 관련하
여 미국의 국내정보기구인 FBI를 포함하여 CIA와 군정보기관들은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였는가? 왜 미국 정보기관들은 위험요소와 위
헌요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내정보에 관여하려고 시도했는가?
본 연구는 비록 정치적 현실이나 정보환경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스캔들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정보개혁을 추진했
던 미국 정보기관들의 국내정보활동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국내정보활동이 그 자체로 국익수호와 인권침
1) 국내정보와 국외정보의 이분법적 분류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토론하기로
한다. 결론 부분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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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석을 놓고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정보활동에서
오는 부수적 혜택이나 도움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오히려 국
내활동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았는지? 미국의
국내정보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정보의 부수적인 이득이 국가정보기
관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국내정보의 유혹에 빠지게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국가안보와 시민권의 경계선에서 활동하는 국내정보활동에 대해
민주주의 이름으로 무조건 족쇄를 채우려하기보다 적절한 가이드라
인과 투명한 기준을 이용하여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들이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정보의 혁신에 시
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주제가 주
제니만큼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
구의 내용이나 분석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어
디까지나 학문적 토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최근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라 정보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안보
위협 주체가 전통적인 국가행위자에서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세
력으로 확장되면서 국내정보와 방첩의 영역 또한 급속히 확장되어가
는 추세이다. 미국과 같은 정보선진국들은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적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들에 대한 선제적이며
예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역량을 강화시켜 나
가고 있다. 과거 영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국가정보의 역할이
지대하였던 만큼 미국 역시 국가정보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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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로 구성된 정보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세계경영에 필요한 전략정
보와 국내안보를 위한 정보역량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첨단산업과 기술력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약
140 여개 국가에서 파견된 정보요원들이 각종 정보수집 기법을 활
용, 미국의 국방 및 경제, 과학기술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어서 이러
한 공세적 정보활동에 대응해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거나 법제적 정
비를 통해 국내정보와 방첩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2)
그러나, 미국이라고 해서 국내정보 문제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발달시킨 선진 민주주의국가로써
미국의 국내정보활동은 다른 국가들 이상으로 의회와 언론, 대중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미국의 정보역사 발전과정에서 이런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정보에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정보혁신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정보환경이나 정치적 현실이 우리와
는 많이 다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실패와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정보개혁을 추진했던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며 거시 담론적
성격보다는 정책지향연구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통계자료나 1차 데이터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정량적 연구라기 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 Studies)/정성적
연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국내정보에 대한
선행연구는 몇 몇 방첩사례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정보를 본격적으
로 다룬 연구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못
하고 해외 자료를 많이 이용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김왕식, “방첩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및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제 5권 2호(2012); Hank Prunckun, Counterintelligence: Theory
and Practice, 서동구 역, (서울: 박영사, 2015)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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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국가정보는 사용자 수준, 대상지역, 요소, 분석의 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여기에서 국내정보는 지리적 개념을
적용한 분류의 형태로서 국외정보(외국정보)와 구분을 짓기 위해 사
용된다. 구체적으로 국내정보는 국내보안정보와 국내정책정보로 나뉘
는데 국내보안정보는 국내에 침투한 간첩이나 체제전복세력의 위협
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국내정책
정보는 국내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국가내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우리 국정원법 3조에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국
내보안정보활동으로 대공(對共),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을 예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정보와 국외정보 중에 정보기관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정보활동에 주력해야 하는지를 두고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약, 테러, 국제범죄 등 초국
가적 안보위협의 등장과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로 외교와 정치
가 중첩되면서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정보와 국외정보가 상호 연계되는 상황을 주시
하면서 국내정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기존의 국내정보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국내정보환경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국내환경은 전형적인 정보활동인 대정부전
복과 방첩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상대를 무력화하는 소극적 정보의 제
공과 함께 적극적 정보의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이다.3) 미국의 경우,
3) 국가정보는 정보의 가치 및 활용방향에 따라 소극적 정보(negative intelligence)와
적극적 정보(positive intelligence)로 나뉜다. 소극적 정보는 국력의 요소를 보호하는
방첩과 같은 위협차단 정보활동을 지칭하는 반면에 적극적 정보는 최고 정책결정자가
국가생존과 관련된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전략정보를 지칭한다. 이런 정보분류 및 개
념에 대해서는 Darren E. Tromblay, The U.S. Domestic Intelligence
Enterprise: History, Development, and Operations, CRC Press, 2016; Roy
Godson, Dirty Tricks or Trump Cards: the U.S. Covert Action and
Counterintelligence, 허태회 역(2015. 12), 박영사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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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위협제거활동은 범죄위협을 완화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체제
전복의 실질적인 존재도 약화시키는 것으로써 미국 영토 안에서 반
드시 기소가능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에서 적
들이 벌이는 공작들이 어떤 큰 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가치있는 전략정보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런 점이 “국내” 정보와 “국외”정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존의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국내정보의 의미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림 1>의 A는 기존의 국내정
보/국외정보 이분법적 시각에서 국내정보를 다루는 분석틀이다. 반면
에 B는 국내/국외정보의 분리가 어렵다는 시각에서 양자가 상호작용
하면서 서로 연계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분석틀이다.

<그림1>. 국내정보와 국외정보와의 관계

<그림 1>의 A를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이분법적
분류방식으로 국내정보와 국외정보의 영역과 역할이 나뉘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림 1>의 B를 보면 국내정보와 국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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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국내보안정보가 국내정책정보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활동 자체가 B의 방식으로 이
해되어야 효과적인 정보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며 향후 정보혁신과제
역시 이런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FBI를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국내정보활
동 및 방첩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미국 정보기관들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사례
1.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1908년 수사국(BI)으로 시작하여 1935년 확대 개편된 FBI는 분
석조직으로 시작한 CIA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정보수집기관으로 창설
되었다.4) 범죄수사가 아닌 국가안보정보 차원에서 FBI가 추진한 대
표적인 국내정보활동으로 코인텔프로(COIINTELPRO)가 있는데, 이
코인텔프로는 미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위협세력들을 약화시키거
나 와해시키는 공작활동이었다.5) 이 코인텔프로는 FBI가 수행한 대
표적인 국내보안정보 활동으로 미국 정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5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첫째는 미국체제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미국
공산당(1956~1971)과 사회주의노동당(1961~1969)에 대한 정보활동
이다. 두 번째는 미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종단체에 대
4)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3), p. 349.
5) Lock Johnson,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이길규 외 3인 공역, (2018,
12), 박영사, pp. 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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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1964년부터 1971년까지 백인이 중심이 된 백인혐오단체
(the White Hate Groups)가 있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흑인
이 중심이 되었던 흑인민족주의 혐오단체(the Black NationalistHate Groups)가 있으며 “신좌익운동(New Left, 1968~71)”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6)

가. 다양한 코인텔프로와 국내정보활동
먼저 미국공산당(USACP)과 사회주의 노동당과 같이 미국체제를
전복시키려 하거나 미국에 위협이 되는 이념단체들을 상대로 펼친
코인텔프로 공작이 있다. 이 공작의 목적은 1950년대 말 소련의 프
락치 활동을 했던 미국공산당의 역량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소련의 침
투활동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195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냉
전기간 동안 FBI가 전개한 폭넓은 국내 정보활동은 미 공산주의자들
을 겨냥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첩활동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중에 미국 내에서 소련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 공산당에
대한 ‘공산주의 침투(COMINFIL: Communist Infiltration)’ 프로그
램은 미국사회에 대한 공산주의 침투영향을 확인하여 그들을 와해하
기 위한 것으로 정치, 행정, 인종, 여성문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
였다.7) FBI의 이런 코인텔프로의 목적은 ‘미국체제전복의 압력’에 대
해 정부를 ‘보호’하거나 또는 ‘체제전복 활동’에 대해 미국정부를 ‘강
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처치위원회 조사과정
에서 밝혀졌듯이, 공산주의 선전으로부터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조직
들을 보호하는 대신에 FBI 수사결과로 잘못된 대상이 선정되면서 수

6) Roy Godson(2015), 앞의 책(주 5), pp. 93-95.
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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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희생자를 낳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8) 나중에 처치위원회는 조
사를 마치면서 FBI의 민주절차에 대한 개입문제가 FBI가 자체기준에
맞게 미국사회를 개편하려는 차원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
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FBI의 과잉 열의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FBI의 국내정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9)

나. 인종주의 집단에 대한 코인텔프로
1960년대 미국 내에서 시민운동이 절정일 무렵, FBI는 미국 공
산당에 대한 와해공작의 경험을 살려 새롭게 부상된 인종주의 문제
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1960년대 흑인인
권운동의 시작과 함께 이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반발로 시작된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정도를 넘어서서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분열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이에 FBI는 미국공산당에
대한 와해활동으로부터 점차 인종주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중에 가장 격렬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인종차별단체로써 흑인
혐오 백인집단인 KKK단(the Ku Klux Klan)을 겨냥하여 이 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코인텔프로 공작을 실행하였다.10) 1964년 9월,
FBI 본부는 KKK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인텔프로 작전을 수행하였는
데 그 목적은 KKK 지도부와 추종자를 포함하여 인종혐오단체들의
활동을 노출시키고 저지하는데 있었다. 당시 FBI는 기존 인종혐오단
체의 영향력을 무력화 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힘을 결집하거
나 젊은 추종자들을 영입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8) 위의 책.
9) Darren Tromblay(2016), 앞의 책(주 5), pp. 382-386.
10) Lock Johnson(2018), 앞의 책(주 6),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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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8월 FBI는 “흑인 민족주의자 혐오집단”이라 부르는 코인텔
프로도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흑인 민족주의자와
그들 지도부의 활동을 와해시키고 그들의 위상을 약화시키며 그들의
폭력적인 민중봉기를 막는 것이었다.11) FBI는 여러 단체가 세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나 새로운 젊은 지지층을 모집하려는 노력을 좌절
시키는 한편 서로 경쟁적인 흑인 조직들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서로
간의 적개심이 증폭되도록 하였다.12) 그러나 무엇보다, FBI가 미국의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노력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사례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를 폄훼하는 것
이었다. 마틴 루터 킹은 1964년 그가 노벨평화상을 수락하는 연설을
하기 전에 그에게 보내진 FBI의 거짓협박편지를 포함하여 수많은
FBI의

비방공작에

시달렸다.13)

FBI는

공산주의

침투공작

(COMINFIL)을 통해 배운 경험을 살려 마틴 루터킹목사와 남부기독
교회의를 다양한 수단으로 공격하였다. 당시 FBI는 킹목사에게 무조
건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혹시나 킹 목사가 자
신의 오랜 신념인 비폭력운동을 포기하고 호전적인 흑인 민족주의
운동의 “강력한 메시아” 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
다.14)

11) 위의 책.
12) 이 당시 FBI가 표적으로 삼은 단체들을 살펴보면,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the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the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혁명적 행동운동(Revolutionary
Action Movement), 인종평등의회(Congress of Racial Equality)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Roy Godson(2015), 앞의 책(주 5), pp. 93-95; Darren
Tromblay(2016), pp. 382-386 을 참고할 것.
13) Lock Johnson(2018), 앞의 책(주 6), p. 232.
14) Darren Tromblay(2016), pp. 3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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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정보기관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FBI는 합법적으로 국내정보활동을 하는 정보기관이지만 이런
FBI와 달리 국내정보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 군정보기관
들도 군사적 목적의 국내정보와 방첩활동을 수행하였다. 사실 해군정
보실(ONI)과 군사정보처(MID)는 FBI 보다 더 오래된 정보기관으로
국내문제 첩보를 수집했던 오랜 역사가 있다.15) 일반적으로 군정보
기관은 각자의 군사적 특성과 정보수요에 따라 정보수집활동을 하지
만 미 육군의 경우 방첩의 목적에서 도시소요를 부추기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집 활동을 한다. 1960년대 초반 남부에서 시민권과
관련된 소요사태를 다루도록 요구받았던 육군은 1965년 캘리포니아
주 와츠(Watts)에서, 1967년에는 미시간 州 디트로이트에서 폭동 진
압활동에 관여를 했다.16) 이런 민간 폭력사태의 발발을 다루는 이외
에 1967년 미육군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암살사
건 이후 지속되는 폭력 패턴에 대응하여 방첩처 내에 민간소요사태
반(Civil Disturbance Unit)을 설치하여 대응활동을 하였다.17) 육군
이 아닌 다른 군정보기관들도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국내정보활동에
관여를 했다. 해군수사대(NIS: Naval

Investigative Service)는

1971년 샌디에이고 반전단체에 대한 침투를 모색했으며, 이를 위해
반전단체 내 출처들을 활용했다.18) 공군특별수사실(AFOSI: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은 1971년 평화단체 대표
단의 일원으로서 하노이로 여행하려던 반전 활동가를 포섭했으며
15) 이에 대해서는 Roy Godson(2015), 앞의 책(주 5), pp. 105-115. 를 참고할 것.
16) John Patrick Finnegan, Military Intelligence: An Overview, 1885-1987
(Washington, DC: U.S. Army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and, 1988), p.
169.
17) 위의 책, p. 170.
18) Darren Tromblay(2016), 앞의 책(주 5), pp. 2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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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는 남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의 찰스턴(Charleston)
공군기지내 인종소요를 선동하는 백인인종차별주의 단체를 침투하려
는 계획을 수립했다.19) 결국, 이런 군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의 일
환으로 육군정보부대는 베트남 전쟁동안 무려 미국시민 10만 명에
대한 인물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가안보국(NSA)도 삼록(SHAMROK)
작전을 통해20) 1947-1975년까지 미국민들이 해외와 주고 받은 모
든 전보를 모니터하고 미너렛(MINARET) 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수상
쩍은 도청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21)

3. CIA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CIA는 일반적으로 해외정보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CIA 역시
국내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CIA의 경우 국내정보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내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집단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
해왔다.22) CIA가 관심을 가진 대표적인 집단들로는 학자들, 학생들,
공무원들, 언론인들, 사회 운동가 등이었다.23) 그 중에 학자, 학생,
기자 등은 직업적 호기심 차원에서 첩보를 수집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다. 또한 이상주의자로 여겨지는 학생이나 운동가들은 국내문제
에 대한 첩보 수집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5열의 선동에 관심을 가졌던 소련과 쿠바의 관심대상이었다.24) 그
중에 CIA가 가장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미국인 학자들이었
19) Ibid.
20) 샴록공작은 아일랜드 적십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공작프로그램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on_Shamrock
21) Lock Johnson(2018), 앞의 책(주 6), pp. 232-233.
22) Roy Godson(2013), 앞의 책, pp. 96-98.
23) 위의 책, pp. 99-105.
24) Darren Tromblay(2016), pp.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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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수집국(Domestic

Collection

Division)이 수많은 미국인 학자들로부터 해외여행에서 취득한 첩보
획득을 위해 또는 특정 전문지식 관련 의견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접촉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25)
CIA는 또한 학생들도 많이 이용했는데 그중에 전국학생협회
(National Student Association)와 CIA의 관계는 주요 목적이 공
산주의자들의 인식조정활동(perception management activities)에
대한 대응차원이었지만, 이들의 학생신분을 잘 활용하여 첩보수집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처치위원회에 따르면, “CIA는 250명이 넘는 미
국 학생들에게 모스크바, 비엔나, 헬싱키에서 개최된 청소년 축제에
참가하도록 후원하면서, 소련과 제3세계 인사들에 대해 보고하거나
소련의 보안관행들을 관찰하도록 시켰다.”고 한다.26)

CIA의 해외첩

보 수집을 위한 국내접촉 대상에는 언론인들도 많이 있었다. CIA는
미국 내 발행되는 신문사의 기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때때
로는 CIA 직원을 언론사 기자로 위장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한 CIA 정보관은 처음에 위
장 목적으로 기자직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점차 기자로서의 능력이
발휘되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이
CIA 정보관은 자신의 적성을 발휘,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어차피 언론사와 CIA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
여 기자직이 아닌 CIA 직을 사직했다고 한다.27)

4. 백악관과 유관정보기관의 국내정보 사례
25) Select Committee to Study Government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Intelligence Activities, S. Rep. No. 94-755, at 189 (1976) (Book I).
26) Darren Tromblay(2016), pp. 209-210.
27) Ibid,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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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공동체만 국내정보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
책임제인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미국 국민에
대한 정보활동사례도 있다. 1970년 7월, 닉슨대통령 보좌관인 얼리
치맨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톰 찰스 허스턴은 4대 정보기관장들과 협
력하여 “허스턴 계획(the Huston Plan)”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작
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28) 이 보고서에는 정보기관이 반전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이 제거해야할
정보수집 규제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29) 대내 안보이익을
이유로 비밀검열에 대한 규제완화 및 비밀침입(즉 주거침입과 같은)
관련 규제완화, 대학 학원가 정보출처의 개발 관련 규제완화, 해외
거주 미국대학생들에 대한 CIA 조사강화 등 시민권 관련 매우 민감
한 사항들이 들어 있었다.30) 이것은 미국 정보역사 중 가장 충격적
인 사건 중 하나로서 4대 정보기관장들이 당시 미국에서 불법이었던
국내시위 정보수집을 허용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이며 허스튼과
그의 후견인이었던 FBI의 설리번처장이 함께 노력하여 반전시위대와
의 싸움에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었다. 역사학자 화이트가 말한 것처럼, “허스턴 플랜”에 제시
된 정보수집 방법은 미국 내에 있는 우편함, 대학캠퍼스, 전화와 가
택을 모두 다 조사하는 것이었다.31) 나중에 법무장관의 건의로 기각
28) 이길규 외 3인 공역, 「국가안보정보」, 서울: 박영사(2018.12), pp. 167-174.
29) 1969년 4월, 청년시위대를 중심으로 폭동사태가 발생하자 닉슨 대통령은 존 얼리치
맨(John Ehrlichman) 보좌관에게 소련이 학생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같으니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닉슨은 불순한 외부세력이 막후에서 급진성향의 대학
생 시위대를 세뇌시켜 정부에 반감을 갖게 하고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얼리치맨은 톰 찰스 허스턴(Tom Charles Huston)이라는 젊은 보좌관과 상의
하였다. 적극적인 공화당원이자 우익 학생단체단장을 맡았었던 톰 허스턴은 FBI의
방첩처장이었던 설리번과 함께 국내정보활동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허스턴 플랜”을
작성하게 된다. Lock Johnson(2018), 앞의 책(주 5)를 참고할 것.
30) 위의 책.
31) Lock Johnson(2018), 앞의 책, p. 167-174.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연구: 국가정보에 대한 함의 ▷▷ 허태회 · 석재왕 195

되긴 했지만, 허스턴이 작성하고 닉슨대통령에게 보고된 “허스턴 플
랜”에 대한 검토각서에서 허스톤 스스로 비밀우편검열과 비밀가택수
색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그런 방식을 통해 얻는 이점이

위험

성을 훨씬 능가한다.”고 하였다.32) “허스턴 플랜”에 명시된 조항을
통해 이 젊은 백악관 보좌관이 닉슨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 4대 정
보기관인 CIA, FBI, NSA, DIA에게 미국 내 불법행위가 허용되도록
요청한 셈이 된 것인데, 4대 정보기관도 이런 불법활동에 대해 그럴
듯한 명분이 필요하여 허스턴과 협력하게 되었다. 나중에 존 미첼
(John Mitchell) 법무부 장관이 닉슨대통령의 정보수집에 대한 불법
절차 승인을 알고서는 대통령에게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마찬가지로
불안을 느낀 후버국장도 “허스턴 플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이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5년 뒤, 더 충격적인 폭로사건이 발생하였다. 처치 위원
회(the Church Committee)에서 조사한 결과 미 정보기관의 부적
절한 국내 스파이 행위가 “허스턴 플랜”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허스
턴 플랜”의 폐기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 정보기관들은 미국청년들을 적대적인 소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익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법적인 국내정보활동을 지
속했던 것이다.33)

32) 위의 책.
33) Loch K. Johnson, America’s Secret Power: The CIA in a Democratic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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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정보기관의 국내정보 및 방첩수단
1. 휴민트를 이용한 국내정보활동
휴민트를 통한 FBI 수집은 FBI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FBI
가 휴민트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적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수집수
단으로서 휴민트가 기본적인 정보활동이지만 국내환경이 휴민트 사
용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34) FBI는 여러 범주의 휴민
트

자산을

운용했는데

FBI가

임무를

직접

부여하는

정보원

(Informants)과 협조자, “트립와이어”가 있다.35) 정보원은 보수와 지
시를 받는 반면에 협조자는 보수와 지시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 예를
들면 은행원들과 전화회사직원들이다. “트립와이어”란 협조자와 유사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비공식적인 관계의
사람들이다. FBI는 휴민트 수집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행위자
들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개인이나 조직에 관한 외
국정부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는 지식은 외국정부들의 의도와 목표
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정보의 통찰력을 갖게 되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36) 냉전기간 중 미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전복
단체들에 대한 FBI의 폭넓은 수집은 주로 방첩임무차원에서 추진되
었다. 공산주의 침투(COMINFIL: Communist Infiltration)와 같은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공산주
34) 국내 위협단체에 대한 침투공작은 체제위협의 제거라는 소극적 정보활동(negative
intelligence)의 일환이지만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략적 가치를 지닌 적극적 정보
(positive intelligence)를 제공하여 국력의 요소를 강화시키는데도 기여한다.
35) Lock Johnson(2018), 앞의 책(주 5), pp. 79-82.
36) 이것이 바로 소극적 정보활동인 방첩활동을 통해 적극적 정보인 전략정보의 획득기
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Darren Tromblay(2016), pp.
191-204.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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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런 수집의 목적은 ‘체제전복
압력’에 대해 정부를 ‘보호’하고 ‘체제전복 캠페인’에 대해 정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37)

이외에도

FBI는

“고정

정보

원”(Established Informants)을 활용하여 흑인 학생단체 내 지도자
들과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첩보개발을 시도했다.38)

2. 가상의 위장단체 활용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 상대 정보기관에 대응 해왔다. 미국이 정보공작을 위
해 내세운 대표적인 위장회사로 에어 아메리카(Air America)라는 항
공사도 있지만 국내활동을 위해 FBI는 공산단체와 같은 표적단체에
대응하여 경쟁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
하는” 가상의 단체들을 만들어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였다.39) 처음에
는 자체 정보원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FBI의 경우 나중에는 실제 회
원이 없는 완벽한 허위단체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미국공산당에
대한 우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공개적 비난을 퍼붓기 위해 설립되었
던 미국사회주의사상확산위원회(the Committee for Expansion of
Socialist Thought in America) 그리고 외국 프락치를 대상으로
만든 붉은별 생도단(RSC:the Red Star Cadre)등이 그런 국내위협
세력의 제거목적용 단체이다. FBI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한 명
의 정보원을 중심으로 이 공작을 구축하였는데 그 정보원의 임무는
미국 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영향력 공작을 하고 지령을 내리는

37) 위의 책.
38) Roy Godson(2013), 앞의 책(주 5), pp. 227-245.
39) Hank Prunckun, Counterintelligence: Theory and Practice, 서동구 역, (서울:
박영사, 2015), pp. 2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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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보기관을 밝혀내는 것이었다.40) RSC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발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RSC는 다른 정보원들의 좌파
계열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RSC에 배치되었던 정보원들은 그 당시 FBI로부터 베트남전쟁에 반
대하는 재향군인회(VVW: the 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 지부에 가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41) FBI의 RSC공작 관리방
식은 위협제거활동이 어떻게 정보수집의 기회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
여준다.

3. 은밀한 침입(불법침입)의 활용
FBI는 정보제공자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자체 특수 요원들도 활용했다. 지금은 금지되었지만 도청기 설
치가 아닌 다른 목적을 취해 “불법침입”(black bag jobs)을 활용하
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42) 1970년대 초, FBI는 미국에 있는 팔
레스타인 테러집단에 대해 “불법 침입”을 감행하였다. FBI는 팔레스
타인 테러집단의 한 지도자가 달라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부지에 다양한 형태의 전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가택을 수색하기
위해 은밀하게 침입하였다. 그 결과 FBI는 18명의 간부 명단을 확보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나중에 이 테러집단이 리비아 사막으로 훈련
을 위해 파견했던 사람을 정보원으로 고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

40) 이 골동품상은 FBI의 지원을 받아 RSC와 관련된 중고가게를 세워 그곳을 RSC의 본
부로 활용했다. 그는 처음 탐파 市 내 급진세력에게 접근했다가 이후 미국전역으로
발을 넓혔으며 캐나다의 10 여개 급진단체와도 접촉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상세
한 내용은 Darren Tromblay(2016), pp. 191-204. 참고할 것.
41) 위의 책.
42) Roy Godson(2013), 앞의 책, pp. 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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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3) 정보 역사가인 크리스토퍼 앤드류(Christopher Andrew)에
의하면, 워싱턴의 외국 대사관들에 침입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 중
하나 때문이라고 한다. 즉 암호 자료들의 은밀한 획득, 전자 도청장
치들의 설치, 암호 담당 직원들의 매수를 위한 것 등이다.44). 문서들
의 은밀한 취득 이외에도 FBI는 대담한 작전으로 관심이 가는 장비
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언론보도에 따르면 FBI 특수 요원
들이 체코 대사관 안뜰에서 쓰레기 트럭에 대사관의 암호기계를 싣
고 나왔다고 한다. 문제는 아직도 이와 유사한 비밀침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튜 에이드(Matthew M. Aid)는 “특별 훈련을 받은
FBI의 특수 요원들은 아직도 간헐적으로 미국 내,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외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에 침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5) 언
론인 로날드 케슬러(Ronald Kessler)에 의하면, 오늘날 FBI의 불법
침입은 FBI의 전술작전부(Tactical Operations Division) 산하 전
술작전과(Tactical Operations Section)의 책임인데, 이런 전술작전
은 1년에 400번의 불법침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약 80%가 안보사
43) Sorrel Wildhorn, Brian Michael Jenkins and Marvin M. Lavin, Intelligence
Constraints of the 1970s and Domestic Terrorism: Vol. I, Effects on the
Incidenc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errorist Activity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82), 117.
44) 앤드류의 설명에 의하면 FBI는 불법 침입을 위해 우선 “조사”(survey)로부터 시작하
는데 조사 기간 동안 관련 아파트나 빌딩에서 비밀 출처들을 찾아내기 위해 불법 침
입이 필수적인지 결정하였다.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보통 2-3명의 FBI 수사관들이 밤
에 침입하였다. 한 명은 대사관 서류들을 촬영하였고 다른 한 명은 그 서류들을 제
자리에 정확히 가져다 놓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작전 수행 중에 FBI 지휘관은 대사
관 외부에서 침입한 수사관들과 무전기로 교신하였다. 대사관의 출구들과 입구, 그리
고 침입한 수사관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추가적
으로 8명 내지 10명의 수사관들이 동원되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Darren
Tromblay(2016), pp. 220-228. 참고할 것.
45) Matthew M. Aid, Spy Copters, Lasers, and Break-In Teams: How the
FBIKeeps Watch on Foreign Diplomats (November 19, 2013), available at
http://www .foreignpolicy.com,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3/11/19 /spy_copters_lasers_
and_break_in_teams_fbi_spies_on_diplomats (accessed November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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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이고, 20%는 범죄 사건들이라고 한다.46)

4. 함정공작(Undercover Operations)의 활용
위장공작(undercover operation)이라고도 불리는 함정공작은
정보기관이 특정 단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47)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
지만 미국에서는 FBI가 즐겨 사용한다. FBI는 첩보획득을 위해 정보
제공자를 고용하기보다는 특별 수사관을 위조신분으로 잠입시키는
방안을 활용한다.48) 이러한 함정공작의 핵심은 취약성추정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취약한 요소를 가
지고 있으므로 이런 약점을 포착만 하면 얼마든지 상대를 이용하거
나 조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49) 이 함정공작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팅공작이다. 스팅공작은 현장에서 범법자의 증거를 잡기 위하여 공
범자로 같이 활약하거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50) FBI 역사
를 보면 초기에 국내에서 위장 수사들을 시작했는데 2차 대전 이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가 1964년

FBI 수사관들이 위장기자증을

이용하여 애틀랜틱시티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취재하였다.51)
46) Ronald Kessler, The Secrets of the FBI (New York: Crown, 2011), pp. 7–8.
47) Hank Prunckun(2015), 앞의 책(주 40), p. 269.
48) 위장 수사들은 매 6개월 마다 법무부와 FBI 관료들로 구성된 위장수사 검토위원회
(undercover
review
committee)의
심의를
받았다고
한다.
Darren
Tromblay(2016), pp. 220-228.
49) Hank Prunckun(2015), 앞의 책(주 46), pp. 269-271.
50) Wikipedia, “a sting operation is a deceptive operation designed to catch a
person committing a crime. A typical sting will have an undercover law
enforcement officer, detective, or co-operative member of the public play a
role as criminal partner or potential victim and go along with a suspect's
actions to gather evidence of the suspect's wrongdoing. (검색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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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0년 FBI가 부패공무원을 척결하기 위해 기획한 ABSCAM
작전은 FBI의 함정수사 방식이 공무원부패의 색출에 얼마나 효과적
인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52) 이 함정수사는 “아랍족장”이라는
뜻의 “Sheiks”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여러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공여
할 핑계로 일종의 “투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것이었
다. 결과적으로 ABSCAM 작전을 이용하여 미 상원의원 1명과 하원
의원 6명, 뉴저지 캠던 시 시장(市長), 필라델피아 시 의회 의원들,
그리고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pector) 검사관 한명이 기소됐다.53) 2014년에도 FBI는 자동 화
기와 로켓포를 포함한 무기들의 불법 거래 알선을 시도했던 캘리포
니아 주 의원을 체포하였는데, 그가 선거 운동 기부금을 대가로 거래
하고 있었던 “무기 구매자”가 실제로는 위장 수사관이었다.54) 물론
FBI

국내

활동에

관한

법무장관

지침(AG

Guidelines

for

Domestic FBI Operations)에 따르면 FBI 수사관이 위장수사를 할
경우에 위장 수사는 적절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일련의 규정들이
있어서 국가 안보관련 비밀 수사 활동들은 FBI 본부와 미 법무부 국
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Division)의 검토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55)
51) 이 ABSCAM 공작은 FBI가 스팅공작을 이용해 부패공무원들을 소탕한 대표적인 함
정수사방식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해 위키피디아를 참고할 것.
https://wikimili.com/en/Abscamhttps://wikimili.com/en/Abscam
(검색일: 2019.10.21.) 또한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Hearings before
the Select Committee to Study Government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Volume 6, 94th
Congress, 177 (1975).
52) 위의 글.
53) Darren Tromblay(2016), pp. 222-228.
54) Maura Dolan, Patrick McGreevy and John Paige, Few Can Reconcile
Portraits of Yee, Los Angeles Times, April 5, 2014.
55) U.S. Department of Justic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for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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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가위협세력의 와해와 국내정보의 부수적
기능
국가 및 비국가 세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 국내환경은 독특하게
도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국내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은 정
보기관을 통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국내보안 관련 소극적 정보와
함께 적극적 정보(positive intelligence)를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위협 제거에 대한 지나친 의욕과 책임감으
로 인하여 정보기관이 자칫 궤도를 벗어나는 활동을 하거나 부주의
한 정보활동을 할 경우 국내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민
주주의를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조차 정보기관들이 위협제거를 위해 광범위한 수집방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따금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언론의 비난을
받고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다.

1. 외국정보 획득의 기회로써 국내환경
국내정보활동이 정보기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내 위
협세력의 식별과 제거에 있지만 이런 정보활동을 통해 부가적으로
얻는 혜택은 가치있는 외국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56) 냉전
기간 중 FBI가 CPUSA(미 공산당)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그 중에 정보제공자를 침투시켜 얻어낸 외
국정보는 가치있는 적극적 정보로써 미국의 정책결정자에게 많은 도
움을 주었다. 사실상 미국공산당(CPUSA)은 그 실제 위협이 그다지

FBI Operations (Washington, DC, 2008), pp. 31-33.
56) Darren Tromblay92016), pp.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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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지 않았음에도 미국공산당(CPUSA) 자체가 소련정부와 직접
접촉하고 자금을 제공받고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FBI는 소련
의 의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FBI의 미공산당
(CPUSA) 침투는 국내단체를 통해 미국 정책결정자에게 어떻게 가치
있는 첩보가 제공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다. 미국이
중소분쟁을 이용하여 전략적 삼각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미국공
산당침투는 중·소 분쟁이 공식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미리 중소갈등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FBI의 정보제공자로
일했던 모리스 차일즈(Morris Childs)와 그의 형제 잭(Jack Childs)
은 SOLO로 알려진 장기간의 FBI 공작의 주요 참여자였는데 FBI는
이들로부터 CPUSA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정도를 보여주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이것은 국내 조직을 관찰함으로써 해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70년대 FBI측과 자주 접촉한 바 있는
언론인 샌포드 웅가르(Sanford Ungar)에 의하면, “FBI는 중국-미국
관계가 1970년대 초 개선되기 시작할 때 중국을 방문한 한 좌익단
체의 젊은 여성 정보제공자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데, 그녀
는 여행 시 주요 인물과의 접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
다.57) 이것은 뉴올리언스 거주 여성이 FBI 설득으로 미 급진주의 그
룹의 일원으로 1971년 중국을 4주간 방문했다는 1975년 뉴욕타임
즈 기사가 입증하고 있다. 이 여성은 광둥, 상하이, 베이징(이곳에서
그녀는 주은래와 만났다)에서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행과정에서
만난 여행 동반자들에 대한 중요한 관찰정보도 제공했다.58)

57) Sanford J. Ungar, The FBI (New York: Little, Brown, 1976), 241.
58)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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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으로서의 국내환경
미국 영토로부터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본부로부터의 지원
과 채널이 필요하다. 앞에서 잠깐 살펴 본 것처럼, 냉전시기 미국의
영향력 공작을 수행한 전형적인 수단은 그럴듯한 위장단체(Front
Groups)를 내세우는 것이었다.59) 해외정보수집(휴민트)과 공작이 주
임무였던 CIA는 자신들의 해외 영향력확보에 집중하였지만 동시에
미국 내 영향력의 행사에도 다양하게 관여했다. 특히 냉전시절, 적들
이 해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에 대응하여
CIA는 미국문화를 홍보하는 것으로 대처해 왔는데 주로 소련이 비난
하는 노동자 및 인종문제에 반박하는 것이었다. CIA는 “가짜 재단
(dummy foundation)”을 만들어 독립 자선재단으로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는 척하면서 위장조직에게 비밀자금을 보내는 자금루트로 활
용하였다.60) 미국이 거의 모든 학문영역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
내자 이 역시 중요한 정보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그 중에 CIA가 미
국 교육제도를 이용한 몇 가지 활동이 있다.61) 첫 번째는 외국인들
에게 접근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기획한 행사활동을 개최하
는데 캠퍼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별 교육기관을 이용해
비밀 영향력 공작을 수행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
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학생단체를 이용한 것이다. 미국 교육기관의
국제적 위상은 외국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어 주었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면 아마 하버드 국제
여름학교가 될 것이다. 이 국제여름학교 프로젝트는 1950년대 초에
처음 시작하였는데 주로 자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할 가능
59) Hank Prunckun(2015), 앞의 책, pp. 257-259.
60) 위의 책, pp. 209-214.
61) Darren Tromblay(2016), pp. 37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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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외국 학생들을 하버드대학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62) 당시 로이드 엘리엇(Lloyd Elliott) 하버드대 총장
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활동은 이후에도 수십
년간 지속됐다.

3. 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 공작창구로서의 국내환경
CIA는 공산권의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된 사회주의 문물에 대항
하여 서구문화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 이런 캠페인을 수행하는데 최초의 출발점이 됐던 것
이 바로 1950년에 설립된 문화자유의회(CCF: 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이다. 이것은 유럽에 기반을 둔 기관으로 처음에
는 서유럽을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
러 유명한 미국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이 되었다. CCF는 이들을 가리
켜 자칫 소련에게 문화적으로 넘어 갈 가능성이 있는 중립적 성향의
해외 지성인들에게 미국의 우수한 문화를 “전시하는(showcase)” 대
표적인 예술가들이라고 내세웠다.63) 또한 특정 이주자집단과 관련된
이슈는 미국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큰 자산이자 동시에 취약점이 되
기도 하였다. 미국으로 계속 이주하는 동유럽 이주자들의 경우 자신
들의 조국을 지배하는 소련을 약화시키는데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도
하였지만 이들의 존재는 결국 미국 정보기관들에게 철의 장막 뒤에
감춰진 사람들과 접촉하며 소련 전체주의에 맞서 싸우는 수단을 제
공하기도 하였다. 미국정부로서는 이민자집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측면도 되었지만 이것은 미국에게 소련이 마찬가지로 그렇
62) Ibid.
63) Darren Tromblay(2016), p.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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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미
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특히 인종문제나 불평등 문제와 같이 당
시 미국정부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이용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소
련 국가보안위원회(KGB)는 1970년 한 미국 인종차별 집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위조하여 25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던
아프리카 대표단에게 배포했다. 이 문서조작 사건은 결국 CIA와 같
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미국의 약점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
해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였다.64) 인종문제 역시 냉전시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이것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CIA는

1957년

미국아프리카문화학회(AMSAC:

American Society of African Culture)를 설립했다.65) 1958년
AMSAC는 미국에서 개최하는 연례학회를 후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회의에는 흑인 지식인층이나 예술가, 공연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AMSAC은 흑인문화의 생동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는데 이는 흑인들
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한 단체로서
AMSAC의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66)

4. 공세적 방첩자원으로써 국내정보
일반적으로 방첩은 단지 비밀정보수집을 위해 파견된 해외 정보
요원을 추적하거나 비국가 행위자의 역량을 캐내는 일로만 치부되기
쉽다. 물론 방첩이 기소행위나 기피 외교관 추방(persona non
grata) 을 통해 국가위협을 저지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방첩이란 공작 및 전략차원에서 추진하는 적 또는 경쟁자의
64) Ibid.
65) 이에 대해서는 Darren Tromblay(2016)을 참조할 것.
66) Hank Prunckun(2015), 앞의 책, pp. 2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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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는 역정보를 침투시키는 통로를 찾아내는 일
이기도 하다.67) 국내환경은 특이하게도 이러한 저지활동에 매우 도
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열심히 찾고자
하는 정보와 기술의 원천지이기 때문이다. 적들을 일단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 미국은 홈그라운드에서 공작안보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된다. 미 국방부가 수행하는 공세
적 방첩공작(OFCO:the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2008년 국방부 산하 방첩활동 총 책임자였
던 토비 설리반(Toby Sullivan)에 따르면 외국정보요원들은 매우 효
과적인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상관에게 거짓 첩보를 보고
하도록 은밀하게 조종당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므로 역정보나 방첩
공작을 통해 적국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
이다.68) 역사적으로 보면, 공세적 방첩공작(OFCO)과 같은 활동은
미 육군방첩대(the Army Counterintelligence Corps)나 공군특수
수사실(the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s), 해군범
죄수사국(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들이 활약하던 영
역이었다.69) 2차 대전 이전에 미 해군은 FBI와 공조하여 이중간첩작
전을 통해 해외의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당시
진주만 항만의 기지와 시설 같은 미 해군 전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해 이중스파이를 파견하였다. FBI 비밀 정보처(Secret
Intelligence Service Division) 처장이었던 퍼시 폭스워스(Percy
Foxworth)는 해군정보실(the Office of Naval Intelligence)과 공
조하여 이중간첩이 거짓정보를 가지고 가서 독일정부에게 보고하도
67) 이것은 최근 방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방첩개념에 머물지
않고 역정보를 통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공세적/적극적인 방첩개념에 근사
하다. Hank Prunkun(2015), 앞의 책, pp. 273-278.
68) Darren Tromblay(2016), pp. 367-380.
69) Roy Godson(2015), 앞의 책, pp. 2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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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적에게 관심이 가는 정보적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전
략적 차원의 위협저지활동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런 활동의 다음 단
계는 이중간첩 공작으로 역정보를 제공하여 기술적 노하우를 조작하
고 상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FBI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암호명 쇼
커(SHOCKER)작전을 수행했는데, 이 공작은 소련을 현혹시키기 위
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전력에 대해 소련에게 거짓으로 조작된 연
구결과를 전해주는 것이다.70) 그 뒤 몇 년 간 FBI는 이러한 방어공
작을 수행하여 미국 내에 숨어 있던 소련정보기구의 요원들을 소탕
했다. 그러나 1965년에 FBI는 국방부와 공조하여 당시 이미 구축되
어 있던 댕글(dangle)을 이용하여 소련이 매우 얻고 싶어 하지만 미
국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정보를 모른 척하고 소련
에게 흘려주었다.71)
이후 나중에 CIA가 수행했던 페어웰(FAREWELL)공작은 FBI의
지원을 받아 진짜이지만 손상이 된 기술을 적에게 제공하는 사보타
주(Sabotage-고의로 내부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식 공작활동이었
다.72) 당시소련은 군사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70) 이 SCHOCKER 공작은 미국 FBI기 소련을 상대로 23년 간 수행한 공작으로써 미
국 중사를 거짓으로 포섭당하게 하여 소련으로부터 수백만불을 받고 소련 GRU(소련
군 총참모부 참모국)가 원하는 4000여건의 신경가스 꽌련 비밀정보를 넘겨준 사건이
다. 이 공작의 근본 취지는 미국의 기술을 탐내는 소련에게 결함이 있는 기술정보를
넘겨주어 소련의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데 있었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on_Shocker(검색일: 2019.10.19)
71) 여기에서 댕글(dangle)이란 러시아 정보용어이며 프랑스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
다. 정보용어로 댕글은 일종의 미끼를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적국의 스파이가 접근하
도록 모른 척하고 있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섭이 되는 것을 말한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Dangle_(espionage) (검색일: 2019.10.11.)
72) 페어웰(Fairwell)이라는 공작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작전을 수행할 당시 미국을 도와
주었던 프랑스 정부가 T 국의 요원인 블라드미르 페트로프(Vladmir Ippolotovich
Vetrov)라는 사람을 포섭했는데 그의 암호명이 바로 페어웰이었던 것에 기인한다.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on_Desert_Farewell (검색일:
2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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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쇼핑목록”을 작성하고 그 중 어떤 것은 성공하였으며 어떤 것
은 실패하였는지,「소비에트 군산복합위원회(VPK)」라는 별도조직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한다.73) 획득 담당기관으로 KGB
내의 T 국, GRU, 국가과학기술위원회(GKNT) 등이 가담하였는데 구
소련의 자료에 의하면 국방 및 항공산업분야에서 4년간 8억불의 연
구비가 절감되었으며 수십만 명의 연구인력이 수년간 수행해야할 연
구과정을 한번에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74) 당시 프랑스 정
부에 포섭된 T 국의 요원인 블라드미르 페트로프는 T 국의 달성목
표와 미달성 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였다.75) 1982년 CIA는 이
와 같은 소련의 미달성 목표에 대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소련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을 보내주었는데 소련이 수집하려 했던 정보는 미국기
업만이 제공활 수 있었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환경이 페
어웰 작전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 결과로
소련은 결함투성이 컴퓨터 칩을 군사장비에 부착하게 되었고 공장생
산에 차질을 일으켜 손상된 소프트웨어 떄문에 파이프에 압력이 증
가하여 1982년 6월 폭발물이 터지는 참사를 겪게 되었다.76)

V. 결론
정보분석, 정보실패, 정보통제와 같은 주제들과 달리 국내정보는
어떤 공통된 학문적 켄센서스도 없거니와 민감한 영역을 다루기 때

73) Roy Godson(2015), 앞의 책(2008), pp. 13-14.
74) 위의 책.
75) Darren Tromblay(2016), pp. 367-380.
7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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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매우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이라
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 다만 최근 미국의 정
보학계에서 국내정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국내정보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국내정보이고 어
디까지가 국외정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최근 정보
역량의 강화차원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는 과연 어디까지 국내정
보활동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이다. 이런 의미
에서 국내정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의 소지 없이 국내정보
의 범위와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보역량의 강화차원
에서 바람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록 정보환경이나
정치적 현실이 우리 한국과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정보사고를 겪으
면서 지속적인 정보개혁을 추진했던 미국의 국내정보 사례를 살펴보
고 이것이 우리 국가정보에 무엇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는 우리가 생각헀던 것보다 훨씬 더 국내환
경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의회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국내정보 담당기관인 FBI는 말할 것도 없이 군정
보기관들과 CIA도 국내정보에 깊게 관여했다. FBI의 코인텔프로와
수사활동은 학계와 언론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
며 이따금 불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룬 후에 법제적 보완
이 이루어졌다. 이런 미국의 국내정보활동사례가 그 자체로 국익수호
와 인권침해의 위험한 경계선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그동안 국내정보의 부
수적인 이익이 주는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기도 한다. 미
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사례는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이 단순
한 국내 위협세력의 무력화를 넘어서 ①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③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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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공작 창구, ④공세적 방첩공작의 자원으로 활용 등의 부수적 기능
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의 이런 부수적인 이득 및 혜
택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리한 정보활동을 하게 만들고
경계를 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유혹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처럼 국가안보와 시민권침해의 경계선에서 활동하는 국내정보를 무
조건 족쇄를 채우려하기보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기준을 이
용하여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들이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또한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연구는 국내정보와 국외정보
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전략정보의 수집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자칫 정보분리와 정보실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해외 적대국이 국내위협세력을 부추기고 국내침투세력의 제
거 및 차단이 국내-국외간에 협력을 통해야 가능하며 해외에서 들어
오는 사이버 위협이 국내 핵심시설을 타겟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공간적 차원에서 국내외를 구분하여 정보활동의 경계를 짓
고 정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이다. 특
히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대테러라는 전략적 이익
의 수호가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국내위협에만 집중하려는 FBI의 집
착이 결국 정보분리와 정보공유부재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정보공동
체들이 공유하는 커다란 전략적 그림을 토대로 정보활동이 보완되고
융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
되풀이되는 정보실패의 악순환과 경직된 정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2차 대전이후 갑자기 패권국으로 부상한 시점에서
미국은 전통적인 세력균형과 힘의 정치 시각에서 소련을 주요 위협
으로 지목하고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런 안보관과 정보패러다임은 냉
전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안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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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미국은 모든 정보활동을 국내외 국가위협의 식별 및 제거
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보조직체계를 편성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하
였다.77) FBI를 포함하여 군정보기관과 CIA까지 이런 위협중심적 접
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 부상하는 위협을 쫒다가 정보실패
를 겪기 일쑤였다. 소련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본의 경제력을
키웠다가 미국의 제조업기반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중소분쟁
을 이용하여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시장을 중국에 개방하였다가
중국에게 턱밑까지 추격당하는 상황으로 전락하였다.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기관으로써 치명적인 위협을 식별하고 제거하
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첨예한 시
장자본주의 경쟁세계에서 위협중심보다는 기회중심적 접근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사하는 것은 기존의 국내/국외정보로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정보융합적 편제와 방식을 검토하는 것, 즉 정보조직의 편
제를 국내/국외로 분리하기보다 활동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수집, 분석, 방첩, 공작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보다 모든 팀을 통합시켜 융복합된 조직체제로 진화시키는 것,
정보우선순위에서 막연한 거시적 안보위협보다 중장기 경제/기술적
기회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공작의 단계별 사다리에서 단기적/
폭력적인 수단의 활용보다 장기적/근원적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것 등등이 있겠다.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에 대한 이 연구가
우리학계에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다만, 주제가 주
제니 만큼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한 지나
친 확대해석이나 편향된 해석을 경계하며 어디까지나 학문적 토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길 기대한다.
77) Mark M. Lowent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Washington
D.C.: CQ Press, 200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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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S. Domestic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Its Implications for National
Intelligence
Tae-hoi Huh (Sunmoon University)
Jaewang Seok (Konkuk University)

Unlike other subjects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domestic
intelligence revolves around sensitive connotations. The situation of
the U.S.A is not s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n that the
domestic intelligence enterprise has a long history of frustration with
such an uneasy feelings of the American public about its privacy
intrus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domestic intelligence for national intelligence, whose
purpose is concerned with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national
power element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a few cases of multiple
U.S. intelligence bodies on domestic intellig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ot easy to define clearly and separate intelligence into two
mutually exclusive areas simply. It is suggested that more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understanding of how domestic intelligence
influences foreign intelligence, and vise versa.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domestic intelligence including counterintelligence seem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offering an unique opportunity to ac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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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telligence and providing a platform of wielding an
international influence and a channel for undercover influence
operations overseas, and recruiting valuable resources for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It is not desirable to simply divide the realm of
intelligence into two mutually exclusive areas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on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y and how domestic
and foreign intelligence of two different dimensions are interacting
and complementing mutually, rather than simply to deal with two
separated areas. More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division of intelligence into two could lead to intelligence split,
and, consequently, intelligence failure. This study on the U.S.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will provide, it is hoped, a new
starting point for our discussion on the unknown function of
domestic intelligence as well as new intelligence paradigm shift.

Key Words

Domestic

Intelligence,

Foreign

Intelligence,

Counterintelligence,

Intelligence Failure, Intelligence Split, New Intelligence Paradigm,
Negative Intelligence, Posi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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