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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정보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제약요인을 검토한 후, 향후 성공적 정보협력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간 정보협력은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형태는 정보의 교환, 수집 및 감시 활동

180 국가정보연구 제5권 2호

의 분담, 지역 수집기지의 공동 운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보협력의 기대
효과는 국가 정보역량의 확대, 외교안보 정책의 수행 기반 제공, 예산 절감과 효율
적 조직 활용, 언어ㆍ기술ㆍ제도적 장벽의 극복, 상대국 방첩기관의 위협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정보협력의 제약요인으로는 주권 제약과 정보 예속화, 신뢰와 보
안성 우려, 불평등 협력으로 인한 손해 의식, 법적∙인도적 문제 등이 존재한다. 셋
째, 성공적 정보협력을 위한 과제는 크게 정책적 차원과 실무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적 차원의 과제는 정보기관과 협력 부서의 자율성 확대,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협력 유도, 국내 부문 정보기관과의 공조 강화, 정보주권 확대를 위한 지
속적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 차원의 과제는 철저한 보안성 유지, 협력 형태의
융통성∙자율성 견지, 정보처리 기준 및 절차의 표준화, 수집 정보의 재검증 절차
보강, 정보윤리 준수를 통한 신뢰성 제고 등이다. 최근 초국가적 안보위협이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정보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정보협력
이 비록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적절한 전략
과 정책 목표 속에서 추진한다면 국가정보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수단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가안보, 국가정보, 정보협력, 정보활동, 초국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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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의 세계는 서로 속고 속이는 비정하고 어두운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부
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상대국가와 대등한 입장 보다는 열등한 입
장에서 정보협력을 추진해야 할 경우, 자칫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많고 국
가 주권이나 국익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
에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국익을 위해 상대를 최대한 이용하려 하기 때
문에 상대국 정보기관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
문이다.
정보기관은 정부의 어떤 조직보다도 국익과 권력에 거의 일체화되어 있
으며 국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을 핵심적 목표로 삼고 있다.1) 정보기관
의 정보활동은 많은 비용과 함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힘들여
얻은 정보를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과 공유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스
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른
국가들과의 정보협력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 국가에게 스스로의 능력과 수
준을 노출시킴으로써 약점을 알려주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대국
가에게 자국이 알고 있거나 의도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국이 특정한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현재 모르고 있는 것 등을 동시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다.2)
정보협력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거
1) Stephen Lander,“International Intelligence Cooperation: An Inside Perspective,”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7, No.3(October 2004), p.481.
2) Denis Clift,“Through the Prism of National Security: The Challenge of
Intelligence Sharing,”Defense Intelligence Journal, Vol.11, No.1(2002),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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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간의 협력을 유지
해 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데올로기 진영 내 기관들끼리 서로 당면한 위협과 적대진영에 대한 정
보를 공유하면서, 필요시 합동공작을 함께 수행해 온 바 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 종식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
는 마약 및 인신매매, 조직범죄, 테러 등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안보위
협들을 등장시켰으며, 이러한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정보기관들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3)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한 대응은 단일 국
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안에 따라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이러한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
기관 간에도 사안별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
서는 제도적이거나 정기적인 정보협력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4) 이러
한 정보협력의 확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보 및 안보 영역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보협력은 국경을 넘나드는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 속고 속이는 정보 세
계의 속성은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속성을 감안해 국제적인 정보협력의 역사와 주요형태를 검토한 후, 정보
협력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의 국가정보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보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Andrew N. Liaropoulos, A (R)evolution in Intelligence Affairs? In Search of a New
Paradigm, Research Inst. for Eur. and Am. Studies Paper No.100(June 2006),
p.14.
4) Michael Herman, Ethics and Intelligence After September 2001. p. 19.

해외 주요 국가와의 정보협력 전망과 과제 ▷▷김일기∙박종재 183

II. 정보협력의 역사와 주요 형태
1. 정보협력의 역사
정보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우리 역사 속에 늘 함께 해 왔다. 정보활동은
적에 대항하는 동맹국가들 사이의 분업 형태로 협력을 수반하기도 하였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동맹 내부의 적을 감시하기 위
해 적과 내통하는 등의 형식으로 피아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을 동반해 왔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정보기관이 19세기 이후 설립되고 각
국의 전문 정보기관이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창설된 점을 감안해
볼 때 현대적 의미의 정보협력은 20세기,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군 정보참모부는 독일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
했으며,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러시아와도 협력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까지 가장 긴밀한 정보협력의 사례로 언급되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협력도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지원과 참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독일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5) 그
러나 당시의 정보협력은 지속적인 협력 보다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일시적
협력이었으며,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당면한 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이
루어지는 초보적 형태의 정보협력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간의 정보협력을 확대시키고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무기체계가 발달하면서 파괴력이
4) 허태회,“방첩환경의 변화와 국민방첩의식 제고방안,”
『2012년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학
술회의논문집』(2012.6.15), pp.56-59.
5) Barbara Tuchman, The Zimmermann Telegram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58), pp.6 &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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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전장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 중요 정보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동맹국간에 공유되면서 연합국의 합동 군사작전을 뒷받침 하였
다. 특히 영국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
고 판단하여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연합작전을 승리로 이끌
기 위해 정보협력에 적극적이었다. 영국은 전후 CIA의 모체가 됐던 전략
정보국(OSS)의 설립을 지원하고 정보전문가를 서로 교환하는 한편, 정보
목표의 분담 및 합동 정보분석 등을 실시하면서 정보협력의 범위와 수준
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보협력은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군사 지휘체계의 통합 및 합동작전 등을 가능케 하면서 전쟁을 승
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6)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군사 영역뿐만 아니
라 정치 및 외교 영역에 있어서도 적극적 협력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냉
전의 도래와 함께 양대 진영 내부 상호간의 강력한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단순히 동맹에 가담하는 것으로는 안전 보장의 심리적 안
정을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통한 위협의 공동 인식이
안보정책의 기반이 되면서 정보협력은 동맹의 기본적 연결고리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진행된 정보협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 중 하나의 형식으로 발전하였는데, 첫째,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국 소
속 정보기관들 간의 소위 주종관계 협력, 둘째, 서방 정보기관들 간에
NATO 중심의 협력 및 국가별 특성에 따른 양자관계 협력, 셋째, 과거 식
민지 시대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던 국가 정보기관들 간의 협력 등이
6) F.W. Winterbotham, The Ultra Secret (New York: Publishers, 1974), p.2, p.191;
Richard Overy, Why the Allies Won (New York: Pimlico, 2006), pp.37-57.
7) 냉전시대의 정보협력과 관련해서는 Richard Aldrich, The Hidden Hand: Britain,
America and Cold War Secret Intelligence (2001); Chris Clough,“Quid Pro Quo:
The Challenges of International Strategic Intelligence Cooperation,”Int’
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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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특히 동유럽 바르샤바조약국 정보기관들은 소련 KGB와 GRU의 적
극적인 지원과 조정∙통제를 받으면서 서구진영에 대응하는 국가정보기
관으로 성장하였다. 서구 진영도 군사동맹인 NATO를 중심으로 공산권에
대한 정보협력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은 기존의 협력관계를 신
호정보 공동 수집 등의 분야로 확대하였다. 영국과 미국은 1947년 미∙영
정보협력협정(UKUSA Agreement) 체결을 통해 통신정보(COMINT) 및
신호정보(SIGINT)를 공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영어권 공동의 협력기구로 확대하
였다.8) 오늘날 에셜론(ECHELON)이라고 불리는 이 협력체는 미국 국가
안보국(NSA), 영국의 정부통신본부(GCHQ), 캐나다 통신보안부(CSE),
호주 국방보안국(DSD), 뉴질랜드 통신보안국(GCSB) 등이 참여해 전 세
계를 대상으로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등을 감청하고 분석하는 거대 네트워
크로 성장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뿐만 아니라 언
어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바탕으로 세계를 각자의 책임지역으로 분할해
수집활동을 분담하고 중요 분석결과를 공유하면서 공동 안보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국가 간 인원 및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정보
협력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국경의 자유로운 이동 확대에 따라 국경을 공고히 하
는 데 치중했던 종래의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테러, 마약, 국제범죄, 대량살
상무기(WMD), 금융사기, 돈세탁,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 제3세계권
부채 등 단일 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이슈들을 중심

of Intelligence & Counterintelligence (2004) 등 참고.
8) Jeffrey Richelson & Demond Ball, The Ties that Bind (New York: Allen & Unwin,
1985). pp.1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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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
해관계에 따라 이슈 별로 다자 및 양자간 협력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정보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주요 선진국들의 정보협력 현황
서구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최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안별로 그물망
식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협력의 증가로 인해
선진 정보기관들의 대외협력과 관련된 복잡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 CIA 경우 전 세계 약 400여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9) 캐나다 보안정보부(CSIS)의 경우에도 각국의 정보 및 보안
기관들과 약 250여 건의 협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10) 이러한 정보협력은 개별 국가의 정보기관이 한정된 조직과 예산, 그
리고 기술적, 제도적, 지리적, 언어적 장벽 등을 뛰어넘어 보다 많은 영역
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미 CIA까지도 각국의 정보
및 보안기관들과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
연합(EU)은 1990년대 이후 크게 세 개의 기구를 중심으로 정보협력을 발
전시켜 오고 있다. 첫째, 베른그룹(Berne Group)으로 스위스 베른에 기반을
둔 27개 회원국 보안기구들 간의 협력체이다. 이 기구는 테러와 조직범죄에 대
한 실무 그룹을 운영하면서 2001년부터 대테러그룹(CTG: Counterterrorist
9) Michael Herman,“11 September: Legitimizing Intelligence?”16 Int’
l Relations
(2002), p.227 & 233.
10) Stephane Lefebvre,“The Difficulties and Dilemmas of International Intelligence
Cooperation,”Int’
l Journal of Intelligence & Counterintelligence (2003), pp.52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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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을 구성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11) 둘째, 유럽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로서 조직범죄 및 테러리즘 같은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파∙공유 체제이다. 지난 1970년대 경찰 협의체로 출
범한 트레비그룹(Trevi Group)이 확대되어 1999년 공식 출범한 Europol
은 회원국들간 정보공유를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 마약∙테러∙사
기∙돈세탁∙사이버 정보, 사람 및 차량의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및 수집장비, 수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까지
도 공유하고 있다.12) Europol은 EU 연락사무소(ELO: European Liaison
Officer)에 파견된 회원국들의 파견관을 통해 주요사안을 협력하면서 통합
컴퓨터시스템(TECS: European Computer System)을 통해 기본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교환해 오고 있다. 셋째, EU차원의 공동 안보정책을 지원하
고 있는 군사 참모부(European Union Military Staff)이다. EU 군사위원
회 및 정치안보위원회의 외곽조직인 군사참모부는 테러와 같은 위협에 대
한 조기경보 및 평가, 합동작전 등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13)
이들 기구들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양자간 협력이나 필요
사안 발생시 진행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협력에서 나아가 공동의 외교안
보 전략의 틀 내에서의 체계적∙제도적 협력의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
다. 해당 분야 장관급 모임에서부터 하위 실무자 그룹 협의체까지 각 수준
별 소통을 활성화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테러와 조직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협력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네트워크 덕분에 EU는 2001년 초 알

1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European Council Presidency
Conclusions (18 June 2004), p.4.
12) Rachel Woodward,“Establishing Europol,”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1:4 (1994), pp.7-33.
13) Giles Tremlett & Ian Black,“EU Plan to Pool Anti Terrorism Intelligence,”
Guardian (2 Mar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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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에다의 유럽 내 테러 첩보를 입수해 여러 국가에 산재한 용의자 18명을
동시에 검거하고 관련 무기와 폭약을 압류하는 등 가시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14)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가연합 수준의 협력을 해오고 있는 EU 국가들 간
에도 밀접한 정보협력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주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
니라 정보 제공국 입장에서는 접수국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규정대
로 정보를 사용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고, 받는 쪽에서는 수령한 정보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향도 여전히 상존한다.
또한 어떤 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특정
국가의 전략적 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한 위협에 대한 실
시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정보의 내용도 나중에는 평범한
신문 기사 수준으로 전락되어버린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다.

3. 정보협력의 주요 형태
가. 정보의 교환
정보 교환은 정보협력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보
편적으로 추진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정보 교환의 방법은 여러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현지 거점의 실무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이고 간
헐적인 단순 정보의 교환이나 기관간 임시 협력 등 낮은 단계의 초보적 협
력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서는 양기관 간에 연락사무소 또는 합동 사무실
운영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교환하는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교환의 정점은 오늘날 미국과
14) Swedish Security Service, Annual Repor (Stockholm: 2001),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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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특수한 관계처럼 상호 전략정보의 거의 완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정보 협력의 중요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협력의 초기부터 성숙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수준에 따라 교환
되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빈도 등이 다른 것이다.
정보기관의 모든 활동은 비밀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특히 정보 교환
은 양기관 모두로부터 철저한 비밀 유지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
보협력은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아무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정보교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
로 비공식적이고 실무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협력자체가 철저히 비밀
로 유지되고 유사시에도 대외적으로는 비밀에 부쳐진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특수관계처럼 정보의 교환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략적 협력
이 보편화된 단계로 발전되면 정보교환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는 공식적으
로 인정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나. 수집 및 감시 활동의 분담
정보교환의 단계를 넘어 성숙한 협력 형태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
집 및 감시활동의 상호 분담이다. 정보교환 등의 초기 협력 과정에서 형성
된 상호 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정보 목표를 위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별로 역할을 공유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자 하는 협력이다.
인간정보(HUMINT) 분야에서의 업무 분담은 정보 목표에 대한 접근성,
정치적∙언어적∙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예산 및 기술적 비교 우위 등을
고려해 서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된다. 지난 2003년 1월 뉴욕 타임스 보도15)
15) James Risen and Tom Allard,“How Former Cold War Foes got Together to Bug
North Korea,”New York Times, 21 Januar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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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북한의 핵개발 실태 및 핵물질 이동 추적을 위해 목표 접근이 용이한
러시아가 평양주재 요원을 활용해 현지 수집활동을 담당하고 미국이 예산
및 감시장비 제공, 공작원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여 수집된 결과를 서로 공
유하는 형식의 협력이 이에 해당된다.
신호정보(SIGINT) 및 영상정보(IMINT), 위성정보(SATINT), 통신정보
(COMINT), 전자정보(ELINT) 등 기술정보(TECHINT)에 있어서는 수집
및 감시활동의 분담이 더욱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고가 장비의 확보에 따른 예산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목표지역 내 시
설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하는 데 권역별 분업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과 영국, 호주, 캐
나다,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에셜론(ECHELON) 네트워크의 운영이다.
1947년 UKUSA 협정으로 탄생한 이 네트워크는 미국이 중남미 및 러시아,
영국이 유럽 및 아프리카, 호주가 중국∙동남아 및 남태평양, 뉴질랜드가
인도양, 캐나다가 러시아를 담당하여 미국을 보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서로 수집한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16) 이러한 대규모 장치를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 분야의 수집활동 협력은 소속국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도
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협력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공
통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정보나 기술정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보자산을 동원해 특정 지
역내 정보 목표에 대한 감시를 분담하는 것도 두드러진 협력의 한 형태이
다. 냉전 시 구소련 잠수함 및 첩보함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NATO 회
원국들이 해역별로 지역을 나눠 감시를 시행하고 미 해군의 대양감시체계
로 감시결과를 전송해 종합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이 여기에 해

16) Richelson & Ball(1985) 및 Patrick Pole, ECHELON: America’
s Secret Global
Surveillance Network (Free Congress Research and Education Foundation, 199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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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단체의 동향을 파악
하는 데 있어 이슬람권과 네트워크가 강한 유럽이 테러리스트 인물정보
및 교육훈련, 조직활동 정보 등을 담당하고 미국이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를 활용해 자금흐름 추적 등을 담당하고 합동으로 검거 및 진압작전을 전
개하는 형태의 협력도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 지역 수집기지의 공동 운용
지역 수집기지는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등 기술정보 활동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협력이다. 한 국가의 정보 목표가 국가 내
부 또는 인접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해외 수집기지의 운영이 불필요
하겠지만 국력이 커지고 보호해야 할 국익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해외 수집기지를 필요로 한다. 특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력을
투사하려는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잠재 적국에 인접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수집기지를 운용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소규모 수준에서 한시
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 및 고가 장비의 설치∙운영을 필
요로 하는 기술정보 특성상 궁극적으로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을 필
요로 한다.
지역 수집기지 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냉전시 구소련 감시를 위해
운용했던 소련 인접국들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구소련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U2기 등 정찰기 이착륙을 위해 터키 등과 협력을 실시하고,
신호정보 수집을 위해 소련과 인접한 캐나다∙독일∙터키 등에 감청기지
를 운영하면서 협력한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대로 구소련도 미국
및 NATO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위해 바르샤바조약 국가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의 턱밑에 있는 쿠바에 수집기지를 운용하기도 했
다. 이러한 수집기지의 운용은 철저한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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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거의 노출되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각 국가별로 해외 정보목표에 대
한 감시를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크고 작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III. 정보협력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1. 정보협력의 기대효과
가. 국가 정보역량의 확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의 이해관계가 확대되고 커버해야 할 영역은
넓어진 데 반해 단일국가 정보 역량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람과 자본, 상품 등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
해 지면서 대량살상 무기 및 테러, 조직범죄, 마약, 위조지폐, 자금세탁 등
부작용도 급격히 대형화 및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 국가
의 정보기관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가능하다 하
더라도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 따라서 각
국의 정보기관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대테러 협력에 있어 미국과 유럽 각국들이 서로 협력하
면서 지리적∙언어적∙문화적 한계 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은 사례이
다. 유럽 각국들이 테러 조직의 인원충원 및 조직구성, 자금조달 등을 중
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이 이를 바탕으로 테러리스트의 추적 및 처
단, 그리고 국제적 대테러 정책 주도 등으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
를 극대화해 나가면서 서로의 국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외교안보 정책의 수행 기반 제공
정보 협력은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외교안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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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수행을 뒷받침해 준다. 9∙11 테러 이후 각국이 알카에다 등 테러 단
체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면서 국제적인 반테러 전선을 강화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EU 국가들간 정보협력이 EU의 공동 외교안보정
책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이란 핵개발에 대응한 제제 시행과 관련하
여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있는 것 등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보 공조가 이루어진
다 하더라도 정보활동에 있어서 정보목표를 완전히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가장 강력한 우방으
로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활발한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법
원이 지난 1987년 수 많은 기밀문서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전달한 혐의
로 미 해군 정보분석가인 조나단 폴라드(Jonathan Pollard)에게 종신형
을 선고한 사건 등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17)
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 조직 활용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공간은 전 세계인 데
반해 그 넓은 공간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특히
인간정보 활동의 경우에는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 전 세계를 담당하는 것
은 엄청난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오랫동안 노력해도 거의 불가능
하다. 정보요원을 오랫동안 교육∙훈련시켜 목표지역에 파견하고 현지에
협조망을 구축해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인원과 예산을 수
반할 뿐만 아니라, 현지 방첩활동 및 정치∙언어∙제도적 장벽 등을 극복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술정보의 경우에도 첨단 수집 장비를 구입
하고 설치∙운용하는 데 있어 엄청난 인원과 예산 및 시간이 소요된다. 단
17) Pollard 사건과 관련해서는 Wolf Blitzer, Territory of Lies: The Exclusive Story of
Jonathan Jay Pollard (New York: HarperCollins, 198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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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예산∙장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국내법과 정치∙제도적 장
벽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러한 상황에서 정보 목표에 근접한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약
요건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장
점일 수 밖에 없다.
라. 언어적ㆍ기술적ㆍ제도적 장벽의 극복
해외 각국에 나가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언
어∙관습∙제도 등에 익숙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활동
의 내용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칫하면 상대국 방첩기관에 노출되
어 정보원 자신의 신변 위험은 물론 상대국과의 외교적 분쟁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술정보의 경우 해외에서의 독자적인 장비 설치∙운용
등은 법적∙정치적∙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정보협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목표지역 내 해당국 정보기관과 직접 협력할 수 있다면 좋겠
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목표에 접근이 용이
한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이 중동에서의
대테러 정보활동 확대를 위해 과거 아랍 식민지 운영 경험이 많고 현지 국
민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활용
했던 것 등이 좋은 사례이다.18)
마. 상대국 방첩기관의 위협 약화
상대방 국가에서 비밀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

18) Martin Rudner,“Hunters and Gatherers: The Intelligence Coalition Against
Islamic Terrorism,”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intelligence,
Vol.17 (2004),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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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공식적으로 외국 정
보요원이 자국 내에서 비밀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요원의 신원과 활동내용을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상대국 내에서 합법과 비합법의 범위를 넘나들며 정보활동
을 수행하는 데는 항상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외교관으로 상대국에
신분이 공개된 요원일 경우에는 문제가 커져도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통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공개 요원일 경우에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
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국 방첩기관과 정보협력 관계를 수립
하고 수집활동 목표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현지에서 활
동하는 정보요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악의
경우 수집활동이 노출되어 문제가 될 경우에도 상대국 방첩기관과 형성된
기존 협력채널을 통해 이면 협의를 통해 정보요원 및 공작원의 사법적 처
벌이나 외교 문제화를 최소화하는 안전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보협력 관계에 있다고 모든 활동이 묵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큰 위안이 되고, 최소한 최악의 시나리오
는 예방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협력의 제약 요인
가. 주권의 제약 및 정보의 예속화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을 비롯한 모든 정보협력에 있어서 무엇을 그리
고 얼마 만큼 교환할지의 여부는 개별 국가가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다. 그
러나 정보협력이 제도화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기본 데이터
의 교환이 일상화된 단계에서는 개별사안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쉽지 않
게 된다. 그동안 문제 없이 협력해 오던 사항을 갑자기 통제하거나 차단하
게 되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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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정보협력이 이끌어 가는 주도국(주로 강대국)과 이끌림을 당하는
추종국(주로 약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종국 입장
에서는 강대국으로부터 유무형의 보복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협력에서 주도국과 추종국으로의 협력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일종의 주종관계가 고착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주도
국은 상대국 정보활동의 수준과 약점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특정 사안
에 대해 상대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정보조작 등의 적극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나 우려를 부각하는 등의 자연스런 방법을 통해 상대국이 특정 선택
을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도국이 특정 중요 정보의 제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경우에도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단이 없
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정보실패를 경험하게 될 개
연성이 높은 것이다.
나. 신뢰 및 보안성에 대한 우려
정보협력에서 정보 제공국은 민감한 정보를 넘긴 후 접수국이 보안유지
속에서 책임감 있는 정보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보분야 근무자들은 정보의 내용만 보아도 정보의 출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인간정보의 경우 상대방 정보기관에서 출처 확
인 및 방첩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경우 어렵게 개척한 귀중한 정보원이 쉽
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국 정보기관
들은 민감한 정보나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공유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건이 종료된 후 결과만 공
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9)
19) Frédéric Oberson,“Intelligence Cooperation in Europe”in Alessandro Politi, ed.,
Towards a European Intelligence Policy (Paris: Western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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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대국에 대한 정보제공은 자국의 정보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
라 자국이 의도하거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모르는 것 등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공한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국내
정치권으로 역류한다면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다자간 협력
일 경우 특정 정보의 지원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회원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낀
다. 특히 민감한 내용의 정보나 귀중한 출처로부터 입수된 정보일 경우에
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접수국의 국내정치가 불안하
고 적과 동맹관계인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알
카에다와 밀접한 파키스탄 정보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실제적 협
력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새롭게 정보협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혹은 기존의 협력관계에 있
는 국가들 간에도 정보교류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실무자들의 의무
불이행이나 소극적 자세는 수시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특정 정보기관의 의무 불이행 여부를 평가해 제재하는 방법 등을 상정
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국 정보기관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현실
적으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보협력이 절대적으로 상대방과의 상호
신의성실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불평등 협력으로 인한 손해 의식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외교와 국방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
나 정보기관은 각 국가별로 조직의 크기나 임무 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국 정보기관의 능력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
정학적 입장 등에 따라 국가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상대적 중요도가 다
르기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협력 당사국들은 항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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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에 비해 손해보고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자국은 많은 양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비해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은 형편 없거나, 자
국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집 기지 등을 제공하는데 상대방은 이
를 과소평가 한다는 등의 불평이다. 이러한 불만이 일시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채널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일 경우에는 협력 자체
가 중단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상황 방지를 위해 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
협력에 임했더라도 상대 기관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
법으로 이를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까지 소련이 쿠바의 루르데스(Lourdes)에 미국을 목표로 한 신호정보 수
집기지를 설치∙운용하는 대가로 카스트로 정부에 염가의 원유와 정치적
지원 등을 제공했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20) 그리고 최근까지도 미국이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대테러 전쟁에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 협력
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보기관장 아들의 미 군사학교 유학을
주선한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21)
라. 법적∙인도적 문제
정보협력을 추진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협력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크다
고 할지라도 국내법 및 국제법, 혹은 인권이나 정치∙문화적 이질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력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인권이나
자국민 보호에 민감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 특히 이러한 문제
20) William Rosenau,“A Deafening Silence: US Government Policy and the SIGINT
Facility at Lourdes,”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9, No.4(October
1994) 참조.
21) Julian Borger,“CIA Bought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Says Report,”
Guardian 19(Nov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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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감하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민감한 정보이거나 명백하게 불
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첩보 수준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협력에 소극적이
다. 특히 자국민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와 같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만 단순 혐의만으로 상대국에 자국민 신상정보를 노출해 차후 법적 소송
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유럽 국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국인 테러 혐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 극
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2)
상대 기관이 전달받은 정보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인권침해 등 비인도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요인이
다. 예를 들어 이집트 정보기관이 미국에서 전달 받은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인사를 불법 구금 및 고문을 자행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미국이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의 정
보 교류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정적 평판이 높거나 인권유린 등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
는 정보기관과의 협력은 여러 가지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990년대
중반 과테말라 주재 미 CIA 지부가 고문∙살인을 자행한 현지 군부 정보
장교들에게 정기적인 급료를 지급한 사건이 노출되어 미 정계에서 스캔들
로 비화되면서 CIA가 곤란에 처했던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22) Rudner(2004),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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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공적 정보협력을 위한 과제
1. 정책적 차원
가. 정보기관 및 협력 부서의 자율성 확대
정보협력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되 특정 범위 및 수준
내 정보교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기관 및 협력 담당부서의 자율성을 확
대해야 한다. 보안이 일상화된 정보기관 실무자들은 되도록이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 하고 공유해야 한다면 확실한 보안 유지가 담보되는 기
관과만 공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정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문책 받
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공유해 문책 받을 가능성
이 훨씬 크다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수
준에서는 정보협력의 전략적 타당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보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정보기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정 국가와 중요 정보협력 관계를 체결할지 여부 등은 국가의 외교안보
전략적 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특정 정보를 어떤 국가와 어느 정도 수
준에서 공유할지 여부 등도 사실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한일 정보보호협정’추진에서도 보듯이 중요한 정치적 사안
을 실무 선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자칫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
이나 국민적 정서와 상충되어 정부에 부담이 됨은 물론 외교관계까지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중요 정보 출처를 상대기관 및 제3자에게
노출시켜 수집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 때문
에 모든 사안을 고위급에서 검토하려 할 경우에는 정보협력 자체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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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실무 직원들은 사후 책임을 우려해 모든 결정을
고위급에 의뢰하고 일정이 바쁜 고위급들은 많은 사안을 일일이 검토하고
결정할 만한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테러 대
응과 같은 긴급 사안의 경우에는 적시성을 맞추기도 어렵다. 상호 정보협
력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심각히 제
기되어 개별 국가의 정보공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각국간 정보협력을 조
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 기능까지 갖춘 통합기구 설립을 검토할 정도다.23)
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협력 유도
분야별 정보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야 한다. 개별 국가 마다 정보 및 보안기관의 구성 및 전문성이 서로 다
르고 담당 업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내 보안 기관
과 해외 정보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다 통신 및 영상정보는 물론이고,
사이버 정보나 대테러 정보, 경호관련 기관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
기관이라고 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정
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내에 CIA∙FBI∙DIA 등 16개 부문
정보기관들이 각 부분에서의 정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국과 같은 경우는
SS∙SIS∙GCHQ∙DIS 등 네 곳에서 담당한다. 게다가 사이버 정보감시
와 같은 영역은 국가에 따라 정보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경
우가 많다. 우리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런 업무의 대부분
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국 국가정보기관과의 일반적 수준의 협력에
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통합적인 협력은 정부 내부에서
조율한다 하더라도 사이버 담당 부서가 상대국 사이버 담당기관과 협력하
23) Alexander Stubbs,“A Categorization of Differentiated Integration,”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4:2(2008), pp.2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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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분야별로 유기적인 협력이 확
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24) 그래야만 생산된 정보
의 공유뿐만 아니라 전문성 및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생산과정 및 생
산수단, 분석방법, 운영시스템, 교육훈련 등에 이르는 정보까지도 수집이
가능하고, 궁극적인 국가 정보역량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의 수집수단에 있어서 기관마다 역량과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수집수단을 인간정보(HUMINT), 신호정보(SIGINT),
영상정보(IMINT), 측정정보(MASINT), 공개정보(OSINT), 지형정보
(GEOINT), 사이버정보 등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높은 기관들
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음 정보협력을 개설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정보에
서 수집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이겠지만 인간정보에 있어서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수집 단계에서부터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협력, 그리고 기술정
보 분야에서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이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국내 부문 정보기관과의 공조 강화
해외 정보기관들과의 협력과 함께 국내 각 부문 정보기관들과의 정보 공
조체제를 더욱 시스템화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분야 종사자
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려 하고 이러한 차원
에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철저한 차단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만 그
런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진 것처
럼 지난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의 공격을 사전 인지하는 데

24) Peter M. Haas,‘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 Cambridge Journa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y 2009),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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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고 연이은 이라크 침공에서도 후세인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실태 및
전쟁 의지를 과대 평가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스스로 진단하였다.25) 그리고
그러한 실패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은 징후 정보를 수집하는데 실패한 것
못지 않게 그것들을 통합해서 분석∙평가∙전파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
하고 미국 내 16개 부문 정보∙보안기관들을 통합 조정하는 국가정보장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란 장관급 직책을 신설하였
다.26) 다시 말해 외국과의 정보협력 못지 않게 CIA∙FBI∙DNI∙SS 등 부
분 정보기관들간 기술적∙문화적 장벽을 허물어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실천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 정치적∙법적 문제들로
인해 아직 협력체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1961년 창설 이래 부문 정보기관인 군과 경찰 등 정보관련
부서를 조정∙감독하거나 기획∙조정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1981년
안전기획부법에서 감독기능이 폐지되고 1993년 문민정부에서 정보조정협
의회 근거가 삭제되면서 부문정보기관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은 상당히
약해진 상태다. 물론 현재도 국가정보원법 및 그 시행령인「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대통령령 제 16211호)에서 국정원장의 국가정보
기획 및 부문정보기관 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법률이 아
닌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추동력이 약한 상태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정 기능이 부문 정보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분야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 그래야만 특정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도 기관별로 경쟁적으로 추진
하는 무분별한 협력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조율되고 질서 잡힌 협력이
25) Amy Zegart, The CIA, the FBI and the Origins of 9.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참고.
26) 미국 정부의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및
National Strategy for Information Sharing (October 2007)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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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정보주권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배가
정보 세계의 독특한 속성으로 인해 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정
보 주권의 확보는 무척 중요한 문제다.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상호 신뢰 부족으로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
경에서 적절한 수준의 정보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문
제다. 정보 추종국으로서의 관계가 고착되면 상대국이 특정 정보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할 경우 우리는 치명적인 정
보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예
산 및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영상정보 등 기술정보 분야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정보의존도가 너무 높아 문제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반면에 우월한 분석 및 평가능력이 간과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미국과 같은 압도적 정보 선진국 경우에도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
을 필요로 할 정도로 정보협력이 보편적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 안위와 직
결되는 전략 정보에 있어서는 적정 수준의 정보를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상대 국가의 특정분야 정보지원이나 협력이 없어도 자체적인 정보
출처를 통해 정보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보다 안보 위협이 훨씬 낮은 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에 중요 정보를 엄청나게 의존하면서도 핵심 분야만큼은 독자적 정보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예산
과 기술적 문제 등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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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차원
가. 철저한 보안성 유지
정보협력은 철저한 비밀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국가간 협력은 보통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보협력에 있어서는 협력의 형태
및 내용은 물론이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은 언론 및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보안일 뿐만 아
니라 같은 정보기관 내에서도 협력 참여대상 및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사
항이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무척 드문 경우이긴 하나 중대한 정보협력 합의에 국가 수반 등 최고 통
치권자들이 참여해 협의하고 합의하는 관행도 있다. 지난 1947년 미∙영
정보협력협정(UKUSA Agreement)이 체결되고 이어서 캐나다, 호주, 뉴
질랜드로 확대된 이들 국가간 신호정보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다.27) 그리고
EU 국가들간 협력 시스템인 베른클럽 및 유로폴 등이 다소 공개된 형태의
정보협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28) 그러나 고위급에 의해 합의되는 이러
한 다자형태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보협력은 정보기관
간의 비공식적인 양자간의 비밀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신뢰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상호 협력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대응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성의 준수는 상대방 기관에
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준수해 나가야 할 요건이다. 따라
서 정보협력을 개설하는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협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도 제3자에 대한 전달금지 준수여부, 비밀 분류여부, 수집출처 보호 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적절한 수준과 내용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7) Richelson & Ball(1985), pp.135-173.
28) Rudner(2004), p.193,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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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 형태의 융통성∙자율성 견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보협력이 주권의 제약이나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의 형태 및 방식에 있어 융통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정보협력에는 현장에서의 비공식 정보협력에서부터 최고위
층의 공식적 합의에 의한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벨에서의 협력이
있을 수 있다. 협력의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한 정보교환에서부터 수집 및
감시활동의 분담, 수집기지의 공동활용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여타 정부 부
처의 협력과 달리 대부분 정보기관의 협력은 조약이나 협약 같은 형식을
갖지 않고 자율성과 융통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일부 국가들간
에는 MOU와 같은 형식을 통해 협력의 목표와 내용, 업무분장, 정보교환
의 형태와 빈도 등을 명시해 두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
다.29) 대부분이 고위 간부간의 개인적 친분, 서신교환, 의향서 교환, 상호
방문 등을 기반으로 시작되어 보다 정기적이고 고위급간의 공식적 협력으
로 발전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형태다. 다시 말해 형식이나 틀에 얽매여
융통성이 떨어지는 형태 보다는 특정 정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협력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
용적인 협력이 주류가 되어야만 대외에 잘 노출되지 않고 노출된다 하더
라도 부인하거나 형태를 변경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 정보처리 기준 및 절차의 표준화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정보의 처리기준 및 절
차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점검∙시정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야 한다. 정보협력은 당사자인 어느 한쪽이 정보의 출처나 수집방법 등에 대
한 정보를 누설해 미래의 협력이 단절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
29) Shlomo Shpiro, The Communication of Mutual Security: Frameworks for
European Mediterranean Intelligence Sharing (200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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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정보협력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의 다른 기관에 전달
되거나 외부에 발표될 경우에는 정보 제공국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적
절한 절차를 구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제공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
유된 정보는 언젠가는‘트로이 목마’
가 되어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30)
비밀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의 윤리 및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
반적 협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문 분야별 협력이 제도화되고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맞는 기술표준과 처리방식, 절차 등이 구체
적으로 협의되고 상호 준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스스
로도 이러한 제도를 구비하고 신뢰성을 쌓아 나가는 것이 기존 협력 대상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거나 잠재 협력 대상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신규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신뢰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EU의
베른그룹 및 유로폴, 군사참모부 등이 정보 제공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보출처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벤치
마킹 하는 것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수집 정보의 재검증 절차 보강
정보협력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재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정보협력이 상대방 기관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
문에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은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정보의 세계는 속고
속이는 전투의 현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상대방이 속이려는 의도
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전달과정에서 부적절한 요소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31) 물론 미국과 영국의 신호정보

30) Michael A. Turner, Why Secret Intelligence Fails (2006), pp.94-95.
31) Simon Duke,“Intelligence, Security and Information Flows in CFSP,”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No.604(2006)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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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협력의 경우처럼 하루에도 몇 만 건이나 되는 실시간 전달 자료의 경
우에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고 분석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32) 그러나 인간정보 등 특정 정보의 경우에는 전달받은 첩보
나 자료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전달하는 기
관에서 대부분 출처 보호를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만 전달하면 출처의
신뢰도나 정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배경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검증 부실로 인해 정보의 실패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미국이 이라크 침공 전 제3국 기관으로부터 소개받아 활용했던 암호명 커
브볼(Curveball)이라 불리는 이라크 화학공학자의 예를 들 수 있다. 당시
미 DIA는 커브볼로부터 이라크 내 차량 이동용 생화학시설 등 정보를 수
집해 보고하고 파월 국무장관이 2003년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생화학
무기 실태를 브리핑하는 기본 자료로 이를 활용되었으나 결국은 커브볼이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사후 조사에서 확인되었다.33) 이는 정보기관이 정책
결정라인에 있는 매파들의 구미에 맞는 정보를 찾다가 첩보를 확대 해석
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3의 정보기관에서 소개받은 출처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아 발생한 정보의 대표적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자체
전문가 집단에 의해 재검증하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검증
이 불가능한 정보를 활용해야 할 경우에는 신뢰성 평가를 덧붙여 정보의
사용자가 그러한 사실을 고려해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정보윤리 준수를 통한 신뢰성 제고
정보 분야에도 일반 기관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관별 신뢰성에 대한 평
32) Nicky Hager, Secret Power: New Zealand’
s Role in the International Spy (1996),
pp.28-30.
33) CIA,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pecial Advisor to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on Iraq’
s WMD, Vol. Ⅲ: Biological Weapons (Sept. 30, 2004), pp.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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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 기관은 협력 추진 여부는 물론 협력내
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한다. 그러한 평판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그 기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등의 총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그러한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규범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정보분야 직업윤리가 있다.
예를 들면, 정보 협력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당파적 정치에 이용하는 것
을 금하는 것이다.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후진국들의 경우가 이러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정
권에서 전달한 정보로 인해 다음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면 정보협력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정보 입수를 위해 고문 등 비인륜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비인륜적 정보획득 방법은 종종 부정확한 정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언론과 대중의 지탄을 받으면서 정보협력에도 궁극적으로는 부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9∙11위원회나 UN인권위가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한 테러정보 획득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34) 또한, 정보협력 지휘라인 및 수행 요원들의 보안
성 및 급진 과격단체 참가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마련함
으로써 상대 기관이 카운터파트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 냉전 시절 독일 BND에 침투한 공산주의자 등을 의식하여
미국의 NSA 및 영국의 GCHQ가 BND와의 협력에 제한을 두었던 사례 등
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될 것이다.

34) 9/11 Commission Report: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2004), p.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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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공동체 위협에 대한 정보는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 살아온 이래 조직사회
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왔다.
과거에는 위협이 국가 내부나 인접 국가로부터 초래되었지만, 교통과 정
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는 적들의 위협능력도 동시에 세계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일 국가만의 정보역량으로는 이런 세계화된 적을 막
을 수 없고, 군이나 경찰 등 정부 내 단일 기관으로서도 다방면에 걸쳐 연
계된 적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식적 외교관계 이면
에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할 뿐 아니라 특정 영역에 국
한되지 않고 국익보호라는 방대한 영역에 걸쳐 활동하는 정보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선진 각국들의 정보협력은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
되고 있다. 양자간 협력이나 지역협력체, 또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한 국가
들과의 폐쇄적 협력체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의 형태에 있어서도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나아가 수집과 감시활동의 분담, 지역 수집기지의 공동 활용 등으로 강도
를 높여가면서 제도화된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협력의 확대는 공동의 적에 대한 상호 인식의 공유를 통해 정부의 외
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정보협력이 항상 효율적일 수는 없다. 해당국가의
국익과 정부의 권력에 거의 일체화된 특성을 갖는 정보의 속성상 이해관
계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서로 배반할 수 있는 개연성도 상존한다. 그러
나 테러 및 국제범죄, 대량살상무기 대응 등과 같이 단일국가의 대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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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력적 대응이 훨씬 효율적인 영역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 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동맹국간 정보협력은 적에 대
한 공동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굳건한 동맹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전통적 군사위협 및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대응을 위한 한미협력, 그리고 여타 강대국과의 분야별 협력이 필요
한 상황에서는 정보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정보협력을 위해서는 정보기관 자체의 실무적 노력 못지 않게
정책적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의 외교안보 전략하에서 수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하되 특정 범위 및 수준 내의 정보협력에 대
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국가 정보기관 전체의 전문성
과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 9∙11 테러 이후 16개 부문정보기
관의 통합∙조정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처럼 현재
느슨해져 있는 국가정보기관과 부문 정보기관간 협력 및 공조체제를 강화
하고, 그 틀 속에서 정보기관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
정보기관과 조율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정보협력이 유용하다 하더라도 정세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
가 변할 수 있음을 감안, 국가의 핵심 전략정보에 있어서 만큼은 필요한
최소 수준의 정보 자립능력을 확보해 정보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보기관 실무 차원에서는 정보협력에 수반되는 제반 긍정∙부정적 요
소를 심층 검토해 성공적인 정보협력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치밀하게 수
립해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 협력의 양과 질은 무엇보
다도 신뢰성 및 보안성에 비례한다는 점을 인식, 상대 기관과의 정보협력
이 원칙에 기초해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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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분야 근무자들의 직업윤리 및 전
문성 강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
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융통성 및 자율성이 존중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정보협력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처리 기준 및 절차를 표
준화하고 정보협력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한 재검증 절차도 강구하는
등 보완조치도 강화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정보활동의 환경은 전통적 비밀 공작활동 여건은 악화되는 데 반해
교통 및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국가간 정보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협력이 잠재적으로 우려스러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절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활성화해
나간다면 우리의 정보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
다는 점을 인식해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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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pect and Task of Intelligenc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ajor Overseas Countries
IlGi K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JongJae Park (Hannam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study the expected effects and constraint
factors of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to explore tasks for success
of it. Majo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telligence
cooperation has been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individual countries. The major forms of intelligence
cooperation are exchange of intelligence, a sharing activity of
intelligence collection and surveillance activity and co-operation of
intelligence collection base. Second, the effects of intelligence
cooperation are expected as follows: ①increasing capability of
national intelligence, ②providing performance-base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③efficient utilizing of budget and organization, ④
overcoming barriers from the linguistic,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⑤ weakening the threats from partner
counterintelligence agency. On the other hand, the constraint
factors of intelligence cooperation are as follows: ①the constraint
of sovereignty and the subjugation of the intelligence, ②concerns
about trust and security of intelligence, ③victim mentality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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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equality cooperation, ④legal and humanitarian problems.
Third, Many efforts should be made in policy and practice areas
for the success of intelligence cooperation. We propose policy tasks
as follows: ①expanding autonomy of na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 and cooperation department, ②inducing cooperation
for reinforcing professionalism, ③increasing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and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 ④efforts to increase the information sovereignty. We
propose practical tasks as follows: ①maintaining tight security, ②
expanding the flexibility and autonomy of cooperation, ③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and
procedures, ④reinforcing re-verification procedures about collect
intelligence, ⑤increasing credibility through observance of
intelligence ethics. In conclusion, Intelligence cooperation has
become a necessity, not choice. Intelligence cooperation has
potential risk factors in part. But if we have a proper strategies
and policy goal, it will be a great way to increase our intelligenc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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