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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활용되는 현상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보 생
산자-소비자 관계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 과
정에서 정보의 역할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
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보 생산자-소비자 관계에서 상호 협력 및 정보 수용성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최
고 정책결정자의 성향, 생산자의 성향과 능력, 생산자-소비자간 협력 및 상호존중
문화, 정보의 정치화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 소비자는 정보기관 업무를 이해하고 정보보고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다음, 사용 정보에 대
한 피드백을 활성화 하고 보안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 생산자로서는 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핵심 정보소비자를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소비자-생산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과제로는 정보의 정치화 예
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안보정책, 정책결정, 정보서비스, 정보생산자, 정보소비자, 정치화,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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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판단 근거와 대안을 제공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엄청난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정보기관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정보 서비스가 정
책결정 과정에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위 정보 소비
자들과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여부는 대체로 불투명
하고 종종 의심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정보기관의 보고 내용이나 보고
방식 자체가 보안인 관계로 외부의 접근이 어려워 정당하게 평가되기 어
려운 측면도 있지만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만을 사실상 유일한 소비
자로 서비스하는 정보기관 특성상 다른 어느 정부 기관보다도 평가가 어
렵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대 민주정치의 특성상 정보 소비
자인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정치권력 변화와 함께 수시 교체되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자리 잡은 정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협력 관계도 행정부의 교
체, 특정 고위 정보소비자의 성향,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
는 관계로 정형화하기 무척 어려운 한계도 있다.
또한, 정보기관이 아무리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현명한 정책 판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 정보의 최상층 소비자인 대통령과 주요 정책 책임자들이 정보기관의
활동 및 보고를 신뢰하지 않거나 자신의 기존 인식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일 경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생산한 정보가 종종 무
용지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 소비자가 스스로 설정
한 특정 정책목표의 성공을 위해 정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
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정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유용한 판단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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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산자-소비자 간에 작용하는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 정책결정 과
정에서 정보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질문은 항상 정답 없는 어려운 숙제
로만 여겨져 왔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나라는 미국이다.
1947년 제정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등을 근거로 미 정보
공동체는 대통령 및 행정부 주요 기관장, 합참의장 및 주요 군 지휘관, 의
회 및 산하 관련 위원회 등에 정보를 보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
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보고할 것인지, 공식 보고서 이외에 구두 보
고 및 자문도 포함하는 것인지, 정보기관장이 주도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지, 아니면 대통령 및 주요 부처 장관이 요청할 경우에만 응해야 할지 등
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및 정보기관장의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행정
부 관례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되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될 만한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1) 이러다 보니 정보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은 행정부 및 핵심 정보소비자 성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 WMD 프로그램에 대한
2003년의 정보 공동체(IC)의 부실한 보고 및 정보소비자의 부적절한 정보
활용 문제 등이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보의 생
산자-소비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여기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라크 WMD 정보실패와 같은 선진국형 실패 사례는 차치하고 한국적 상황
에 적합한 정보 생산자-소비자 관계의 바람직한 모델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기존 관행에 따른 협력만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1) Marvin Ott,“Partisanship and the Decline of Intelligence Oversight”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16, No. 1, Spring 2003,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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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정책결정 과정
에서 정보가 사용되는 현상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역할 및 기여 확대 방안
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을 확대
하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요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정보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려
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생산자-소비자 관계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야 할 중요 과제들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분석
세계 각국은 치열한 정보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엄청난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국가 정보기관 및 부문 정보기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아간 구별
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현대 정보환경 속에서 정보기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 시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보고해 주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소기의 역할을 못해 정보실패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결과로 귀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잘 알
려진 것처럼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나 스탈린은 자신이 선호한 정책방향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보고자를 문책하기도 했다.2) 반면에
영국 처칠 수상은 합리적 정보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정보
2) 히틀러의 스파이 운용은 David Kahn, Hitler’
s Spies: German Military Intelligence
in World War II (New York: Macmillan, 1978), 스탈린의 스파이 운용은 David
Murphy, War Stalin Knew: The Enigma of Barbarossa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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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통해 불리한 전세 및 여건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결국 승리로 이
끌 수 있었다.3) 이러한 역사적 사례 및 교훈을 통해 각국은 바람직한 정보
활용을 위해 나름대로 합리적 정보 시스템 및 유통 체계를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의 역할
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람직하지 못한 정보의 사
용으로 인한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의 두드러진 사례는 미국 부시 행
정부가 2003년 초 이라크 WMD 관련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건이
다.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소비자들이 이미 결정된 정책방향을 정당
화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전쟁을 밀어붙이는 백지수표로 정보보고를 활
용함으로써 결국 정보실패로 연결된 사건이다.4)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정보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활용되는 원인에
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자신이 보고받은 정보 수준이 기대
이하이거나 너무 모호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고 투덜대고, 정보기관
측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자신들의 정보 보고를 너무 경시하거나 무시한
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제 3자적 입장에 있는 학계 및 언론계 등에서는 정
책 결정자와 정보기관간의 파워게임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협력관계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사안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 관료조직 차원의 문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

3) Christopher Andrew,“Churchill and Intelligence”
,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3, No. 3, 1988, pp. 181-193; Gill Bennett, Churchill’
s Man of
Mystery: Desmond Morton and the World of Intelligence (London: Routledge,
2007) 등 참조.
4) Paul Pillar,“Intelligence, Policy, and the War in Iraq”
, Foreign Affairs, Vol. 85,
No. 2, 2006, pp. 15-27.
5) Ohad Leslau,“The Effect of Intellig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3, No. 3, 2010,
pp. 4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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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책결정자 및 정보기관 책임자의 특정 성향이
정부의 정보활용 패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자가 정보 보고에 대해 가지는 인식론적 편향이나 개인적인 불
화, 또는 정보 생산자의 부적절한 자질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보고 스타일
등에 비중을 두어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두 번째로, 관료조직 차
원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정보 생산자의 보고가 정부 부처 내에서 해당
정보기관의 위상 및 업무 패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주목
하는 접근 방식이다. 다시 말해 외교부나 국방부 등 특정 부처 산하 정보
기관의 해당 부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 하지만 국가정보 차원에서
는 정보적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보공동체(IC)와 정책결정
자간의 문화적 차이 및 정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갈등관계 등이 정보의
효율적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어 접근하는 방
식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적 차원 접근방법은 정부의 형태, 직면한
위협의 정도, 정보기관 문화 등에 비중을 두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전제정권 보다는 민주정권 하에서, 그리고 긴박한 대외 위협에 직면
해있는 국가일수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
향이 있다는 등의 패턴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특정 국가 및 기관, 또는 특정 에피소드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인 관계로
다른 상황에 처한 국가 및 정보기관들에게는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
해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기본적으로‘사실부분(Factual Portion)’
과
‘분석부분(Evaluative Portion)’
으로 구성된다. 사실 부분은 상대국가 혹
은 적의 정치∙경제∙군사 등 상황에 대한 사실적 기술을 말하고, 분석부분
은 사실부분을 기반으로 분석관이 평가 및 추론의 과정을 거친 다음 상대
방의 의도와 미래 행동방책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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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실과 평가라는 정보 생산자의 최종 결과물이 정책결정 과정
에 있는 소비자에 의해 수용되거나 기각되는 패턴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6)
<표 1>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요인별 결과 구분
정보의 사실부분
기각
정
보

N/A (현실에서는 발생치 않는 구간,
수용

평가를 수용하면서 사실을 기각할

수용
①

높은 수준의 정보 수용

수는 없기 때문)

평

②

가

정보의 정치화

부
분

기각

④

전적인 정보 소외

③

부분적 정보 수용

① 높은 수준의 정보 수용
정보소비자가 생산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
로 모든 정보 생산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희망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정보 소비자는 생산된 정보의 사실 부분뿐 아니라 분석 부분까
지 수용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보가 중요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인지적 폐쇄성을 갖지 않
고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수용성이 높
아야 하며 정보 생산자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어야만 가능하
다. 물론, 그렇다고 정보 생산자가 소비자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위에 정

6) Ohad Leslau,“The Effect of Intelligence”
, pp. 430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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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생산자의 정부 내 위상과 전문성이 높이 평가된다면 정책결정 과정에
서 정보가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정보의 정치화
일체화된 집단적 사고의 영향으로 정보 실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
이다. 그림에서처럼 이 영역은 정보소비자가 사실부분을 수용하면서도 평
가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내용만을 취사선택
해 활용하는 구간이다. 정보 생산자도 소비자의 선호 정책과 일치하지 않
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정보 소비자의 기존 정책노
선 및 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만 보고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보생산자가 새로운 정보 또는 정보적 사실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궁극적 정책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기존 정책노선 및 상황 인식을 단지 강화시키는 역할로 전락하게 되는 안
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영역이다.7) 지난 2003년 초 미국 부시 행정부 네
오콘들이 이라크 침공을 거의 기정사실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라크
WMD관련 정보기관 정보를 활용해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정당화하고 국
민들을 설득해 나간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부분적 정보 수용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중요 행위자들이 보고된 정보를 완전하게 기각하
지 않고 자신들의 기본적 판단자료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
지도 않는 구간이다. 생산자에 의해 보고된 정보보고의 사실부분을 수용
하면서도 분석 및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의도
에 맞게 변형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정보 서비스에 관
7) Richard Betts, Enemies of Intellig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p. 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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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면서도 제시된 제안 및 결론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생산자가 본
래 의도한 방향과 다른 결과로 귀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 영역이 앞의 정보의 정치화 영역과 구분되는 점은 정보소비자가 자신
의 기대 및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서비스에 관
심을 기울인다는 차이가 있다. 정보생산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우선순위
와 다른 정보를 보고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정보의 정치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차이도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정
보수용 영역과 구별되는 점은, 정보기관이 전문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고
위 정보소비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기관 장과 최고 정책결정자
간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결과로 인
해 사실부분에 대한 정보기관 보고를 수용하면서도 분석평가 부분에 대해
서는 기각하거나 취사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키신
저가 미 국가안보보좌관 및 국무장관으로 재임 시 CIA 등 정보기관 보고
를 기본적 정책판단에 참고하면서도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다르게 해석하여 정보기관 의도와는 다른 정책으로 귀결되게 하였던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8)
④ 전적인 정보 소외
정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구간으로 정보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영역이다. 정보의 분석평가 부분뿐 아니라 기본적 사실 부분조
차 받아들여 지지 않음으로서 정보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종종 정보 소비자의 폐쇄적 수용성에서 기인하긴 하
8) Lawrence Freedman, US Intelligence and the Soviet Strategic Threa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77),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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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생산자가 자신의 판단정보가 소비자의 인식 및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우직스럽게 계속 보고하는 상황에서도 기인한다. 이
러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경우 정보 소비자는 생산자와의 접촉을 회피
하거나 제한하려고 하고 정보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원하
는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정보 소비자
본인에게도 무척 부담스럽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기관 책임
자의 해임이란 결과로 종종 귀결되어 진다.

III. 정보 생산자-소비자 관계의 성공 및 실패 사례
앞에서 살펴 본 정보 생산자-소비자 관계의 모델 중에서 가장 바람직 할
뿐 아니라 정보 생산자가 추구하는 영역은‘높은 수준의 정보 수용’
이며,
선호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은‘정보의
부분적 수용’영역이다. 반면, 시종일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영역이‘정
보의 전적인 소외’구간이고, 피하고 싶지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빠
져 들어가 결과적으로 후회하는 구간이‘정보의 정치화’영역이다. 그런데
정보 생산자-소비자 관계가 어느 영역에 위치하느냐의 문제가 소비자가
추구하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만큼 양자관계가 바
람직스럽게 형성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정책의 성공뿐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좀더 사실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적 사건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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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세계대전 시 처칠의 성공적 정보활용 사례
잘 알려진 것처럼 처칠은 젊은 시절부터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
상으로 재임 시 정보활동의 승리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
끌 수 있었다. 전쟁 초반 독일의 압도적 무력에 프랑스가 두 달 만에 항복
하는 등 유럽 본토가 히틀러에 의해 속속 장악되고 미국이 유럽 전쟁에 끼
어들기 꺼려하는 상황에서도 처칠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념과
정보의 우세를 바탕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처칠의
사례를 들어 후세 역사가들은‘일반적으로 전쟁지도자는 정보가 손에 닿
는 만큼,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할 능력이 있는 만큼 유능하다’
고 평가한
다.
처칠은 20대 때에 초급 장교 및 특파원으로 보어 전쟁(1899~1902)을
경험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게 된다. 1차 대전에 해
군성 장관으로 재임 중 현재 터키 지역인 갈리폴리(Gallipoli) 전투에서의
패배가 현장 정보 부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보활동을 보다 전
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절감한다.9) 오늘날 영국 보안부(SS) 및 비밀정
보부(SIS)의 모체가 된 MI5 및 MI6의 설립에 관여하고 통신정보부대인
“Room 40”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기도 한다. 정보기관의 보고 청
취를 중요한 하루 일과로 편입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모습은 수
상으로 재임하는 2차대전 기간 동안에 절정을 이룬다. 그는 독일군 교신
전문의 암호를 해독해 얻은 울트라(Ultra) 정보를“황금 달걀”
이라고 스스
로 평가할 정도로 적의 의도 및 행동방책을 알아내는데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 대응을 취함은 물론 미국의 참전도 유도해

9) Allison Ind, A Short History of Espionage (New York: David Mckay, 1963), p. 34.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 고찰 ▷▷박종재

19

내는 통찰력과 지도력을 발휘한다.
영국은 2차대전 시작 전에 이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및 미국의
암호를 상당부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독일의 암호는 해독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40년 초 폴란드가 초기 컴퓨터 기술을 응용해 독
일의 애니그마(Enigma) 암호를 일부 분석해 냈던 분석기를 입수하고 영
국 자체 암호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독일 암호를 분석해 내는데
결국 성공하게 된다. 처칠은 1941년 9월 1일 이러한 비밀 암호분석 시설이
있는 버킹햄셔의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를 직접 방문해 적의 중
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내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자신
감을 갖게 된다. 암호분석과 같은 군의 적극적 정보활동을 전적으로 지원
하고, 매일 해독 내용을 담황색 박스에 담아 일일 보고토록 하는 한편, 이
러한 채널을 통해 지득한 정보를 주요 군사지휘관들과의 미팅 및 중요 정
책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하였다.10) 영국의 효율적 정보 활용 사례 중 하나
로 회자되는 것은 독일 첩자들을 이중간첩으로 활용해 전개했던 영국의
더블크로스(Double-Cross) 첩보전이다.
히틀러는 전쟁 초기 영국과 협상할 생각도 일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음
험하고 게르만적이지 못한 첩보망 구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었
다. 그러나 영국과의 전쟁이 계속되자 영국에 대한 첩보망을 강화시킬 생
각으로 해군 제독 카나리스에게 첩보망 구축 임무를 부여한다. 카나리스
는 짧은 기간 내 영국을 대상으로 한 첩보망을 완성하였지만 공교롭게도
독일의 이 첩보망은 영국에게 오히려 좋은 정보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짧은 기간에 첩보망을 구축하면서 능력이나 충성심이 검증되지 않은 스파
이들을 활용하는 관계로 독일 스파이들이 영국의 방첩망에 거의 다 잡혀
버리는데, 영국이 이들 스파이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이중 스파이로 적극

10) Robin Winks, Winston Churchill, Intelligence and Fiction,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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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독일 스파이들은 나치에 대한 충
성심이 없고 첩보활동 전문성이 없어 공작 보안에 대한 의식도 별무하여
영국 방첩기관에 쉽게 포착되었다. 게다가 영국은 독일군 및 첩자들의 교
신내용을 수집하고 이를 해독해 낼 수 있는 암호해독 능력까지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첩자들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포섭하
여 이중간첩으로 유리하게 이용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영
국은 독일군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공격 효과는 최
대로 거양하는 등 전략적 우세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더블크로스 첩보원 활용으로 성공한 대표적 공작으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숨기기 위해 전개되었던 포티듀드(Fortitude) 작전을 들 수 있다.
이 작전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으로 계획된 상륙작전 시기와 장소, 규모
등을 적에게 기만하기 위해 전개된 가상의 상륙 작전이다. 이 작전에서 영
국은 독일에 상륙군 편제표, 병력 배치 날짜, 시간 등을 그럴싸하게 만들
어‘가르보’
와 같은 이중첩자를 통해 독일에 전달한다. 이 첩보를 바탕으
로 독일은 도버해협 인근 칼레로 연합군이 상륙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물론, 상륙 규모가 실제보다 훨씬 큰 것으로 인식해 대응 부대를 현실과는
다른 엉뚱한 지역에 배치하게 된다. 실재 노르망디에 상륙한 병력은 2개
군 4개 군단이었으나 독일은 3개군 7개 군단 정도가 상륙할 것으로 판단
하고 롬멜 장군과 같은 명장들을 엉뚱한 전선의 방어 작전에 투입하여 대
비하게 했던 것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영국은 포티튜드 작전을 통해 영
국 대기 병력이 여타 지역에 곧 상륙할 것처럼 기만함으로써 독일군 7개
사단이 노르망디 방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데 성공한다.
영국은 상륙작전이 개시되고 이틀 후인 6월 8일 독일이 신임하는 첩자
‘가르보’
를 통해“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여타 지역으로 상륙하기 위해 독
일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연합국이 수행 중인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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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및 칼레 지역에 대한 공습 등으로 볼 때 칼레 지역으로 조만간 상륙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11) 6월 9일 히틀러가 가르보
의 메시지를 받고 고민할 즈음에 공교롭게 스웨덴 거주 독일 첩자‘요세
핀’
이 비슷한 첩보를 보고해 온데다 스웨덴 내 다른 첩보원들이 연합군이
조만간 독일 및 덴마크로도 공격해 올 것이라고 보고해 옴에 따라 히틀러
는 병력을 노르망디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12) 이러
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틀러는 노르웨이에 여전히 25만의 병력을 유지하
고 노르망디로 곧장 출동시킬 수 있는 7개 사단을 전혀 활용하지 못함으로
써 우세하던 전쟁 판도가 급속도로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
조차 지킬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불운을 감내해야만 했다.
흥미로운 것은 독일 전쟁지휘부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영
국의 첩보활동에 의해 놀아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 독일은‘가르보’
의 첩보활동에 대해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를 슈퍼
맨으로 부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철십자 훈장을 수여할 정도
였다. 영국의 포티튜드 작전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
엇보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스파이들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독일군 암호를
해독한 울트라(Ultra) 첩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유
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휘부의 능력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
던 것이다.
처칠은 입수된 정보를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그는 울트라(Ultra) 첩보 및 항공정찰 정보 등을 통해 1940년
들어서 독일이 영국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11) Ernest Tavares, Jr., Operation Fortitude: The Closed Loop D-Day Deception Plan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2001), pp. 26-27.
12)Ibid,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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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초까지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공세를 방치
할 경우 미국도 위험에 처할 것임을 루스벨트에게 끈질기게 설득하여 끝
내 미국의 유럽전쟁 참전을 유도해 낸다. 울트라 첩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필요시 러시아에게도 알려주면서 연합군 편에서 싸우는 스탈린이 적절하
게 대비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도 하였다. 물론 잘 알려진 것처럼 스탈린은
처칠의 정보를 종종 무시하고, 일본에서 활약하는 자신의 전설적 첩보원
조르게가 독일의 러시아 침공 코드명인 바바로사 작전 개시 일자(6월 22
일)까지 보고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 자
신이 1939년 히틀러와 체결했던 독소불가침 조약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스탈린은 다행히 혹독한 겨울 날씨 덕분에 파죽지세로 진격해 오
던 독일의 공세를 어렵사리 막아내고 반격에 성공하기는 하지만, 전쟁 초
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정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그리고 효
율적이지 못한 정보 유통채널을 고집함으로써, 정보실패에 따른 비용을
혹독하게 지불해야만 했다.
또한, 처칠은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활용에서 보안도 극히 중시하여 신
중을 기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1943년 11월 테헤란 회담에서 루스벨트
가 자신과 사전 상의 없이 스탈린에게 프랑스 북서해안 상륙작전이 1944
년 5월 1일 실시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바로 화제를 돌려 보안상 문제가 없
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13) 러시아가 동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부전선 작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상륙작전 일자까지
언급하는 것은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는 독
일군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울트라(Ultra) 첩보의 존재가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우려해 보안에 특히 신경을 썼으며, 그러한 결과로 애니그
마 해독 프로그램 존재 자체도 1970년대 들어서야 외부에 알려질 정도였
13) Robin Winks, Winston Churchill, Intelligence and Fiction:“Mysteries Inside
Enigmas”
, (Yale University Address on April 2, 199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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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 시 이스라엘의 효율적 정보활용 사례
1956년 중동전 이후 중동 정세는 시리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 비무장지
대에서 이스라엘의 공세적 행동 및 갈릴리 호수에 대한 시리아의 권리 문
제로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1964년 이스라엘이 갈릴리 호수 물을
네게브 사막으로 가져오려 하자 시리아는 자체 관개수로 프로젝트 발표로
응수함으로써 소위‘물전쟁’
으로 알려진 국경 분쟁이 증가하기 시작한
다.14) 이때 시리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단의 하나로 시리아 내 기지
에서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팔레스타인 게릴라(Fattah)들을 지
원하면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당시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 아만(AMAN)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혼자
서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가 가세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집트는 1962년부터 요르단 내전에
개입해와 전쟁을 감행할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5) 1965년 아랍국들
이‘물전쟁’
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전선을 전개하면서 상황 변화 추세
를 보이고 있었지만, 당시 AMAN 부장인‘아론 야리브’소장은 이집트 군
이 요르단 내전에 개입해 있는 관계로 나세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전쟁
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리아와의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도
물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시리아
군의 허약한 실체와 이집트의 요르단 내전 개입 등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
엘을 상대로 전쟁까지 불사할 만한 나라는 없는 만큼, 전면전으로 가지 않

14) 이스라엘의 6일전쟁 관련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 Ami Gluska, The Israeli Military
and the Origins of the 1967 War (New York: Routledge, 2007).
15) Ibid,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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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시리아가 팔레스타인 게릴라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 강공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16) 그러나 1967년 5
월 15일, 이집트가 갑자기 시나이 반도로 군대를 진주시키고 3일 후 국경
지대 유엔군의 철수까지 주장하자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AMAN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이집트가 전면전으로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의사는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국경에서 대적할 의사는 충분
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급기야는 기존의 분석 기조를 수정하여 이집
트가 비행장 및 핵발전소 선제공격, 티란 해협 봉쇄 등을 단행하면서 국지
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라빈 합참의장 등 지휘부에
신속하게 보고한다.
당시 총리 겸 국방장관인 에슈콜은 시리아와의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길 희망하였으나 1967년 들어서는 더욱 공세적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1967년 4월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
에서 시리아군에 대한 과감한 군사작전을 승인한다. 이어 5월 들어 이집트
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고받아 군의 비상경계태세 상향 및 예비군
소집령 등을 잇달아 발령한다. 그러나 여전히 AMAN이 당초 보고했던 정
보 보고의 기본 가정처럼 아랍국들이 외형적 호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면전 의사는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17) 그래서 당시 샤자르 대통령의
유럽 및 카나다 방문 계획에도 동의하게 된다. 하지만 에슈콜은 AMAN으
로부터 이집트의 호전적 의사를 보고받게 되고, 5월 23일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티란 해협 봉쇄를 선언하자 기존 인식을 바꿔 군의 전면 동원 및
전쟁 준비태세 발령을 신속히 지시한다. 이어 요르단 및 시리아 등 아랍국
들이 이스라엘과의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시키자 6월 5일 이스라엘 군
공격을 승인함으로써 아랍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대적 기습공격이 전
16) Ibid, p. 98.
17) Ibid,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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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화처럼 전개되기 시작한다. 갑작스런 이스라엘 공군의 기습으로 이집
트 공군은 419대의 전투기 중 304대를 잃는 등 아랍국들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제대로 반격 한번 못해 본 상태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동맹국들
간의 통합작전도 지리멸렬하여 개전 6일 만에 결국 항복해 버리고 만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이집트의 군사기지 및 비행장 등 주요 군사시설 위
치뿐 아니라 이들 시설의 운영현황까지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놓고 있다
가 개전 초기 압도적 공군력을 바탕으로 효과적 기습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난공불락의 시리아군 요새인 골란고원을 불과 10시간 만에 완전 함락시키
는 등 세계 전쟁사에 있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신화적 전과를 올리게
된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6일 전쟁 개전 및 수행 과정에서 AMAN 정보는 안
보 및 군사정책 중요 결정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전쟁 이전 단
계에서는 시리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처지가 못 된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전쟁 시작 단계에
서는 아랍 동맹국들의 조직적 연대 및 준비 부족 등을 이용해 상황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확히 판단, 정책결정자들이 제한된 전력으로
거대한 아랍 연합군을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당시 모사드 정보요원으로 시리아 내부에서 활동하며 이스라엘 군사작
전에 커다란 도움을 준 엘리 코헨(Elie Cohen)과 같은 요원들의 활동도 정
보작전 승리의 요건으로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엘리 코헨은 시리아
사업가로 위장해 다마스커스에 정착한 후 정부 고위관료 및 군부 고급장
교들과 두터운 친분을 맺고, 국방부 자문관이 되어 시리아군 주요 군사시
설 및 진지를 시찰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스라엘에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부 및 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 대응하는데 결
정적 도움을 주었다. 잘 알려진 활동으로는 시리아군 장교의 안내를 받아
전략적으로 민감한 골란고원 벙커 등 중요 군사시설을 시찰하면서 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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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가림막 및 시설 위장 목적으로 나무 심기를 권유함으로써 결국 이스
라엘 공군이 공습 초기에 시리아군 주요시설 및 참호를 무척 쉽게 찾아 공
격할 수 있도록 했던 공작 등이 있다. 코헨이 사소한 통신상 실수로 시리
아 방첩 당국에 체포된 후 1965년 5월 교수형에 처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이 시리아 간첩 11명과의 교환을 제의하고 교황청 및 국제인권연맹 등을
통해 백방으로 석방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가 이를 끝까
지 거부하면서 처형을 감행한 내막에는 이러한 코헨의 정보활동이 군사작
전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6일 전쟁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 AMAN의 활동이
정보공동체 내 다른 어느 정보기관보다도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당시 해외정
보 담당 모사드 같은 여타 정보기관에 비해 AMAN은 군부 및 정부 내 유
력 인물들과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
던 것이다.18)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총리가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던 당시의 정부상황 또한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모사드의 초
대 부장이자 홀로코스트 전범 아이히만 송환 작전 등으로 전설적 영웅이
된 이세르 하셀(Isser Harel) 부장이 1963년 사임한 이후 모사드가 일시적
으로 내부 혼란을 겪으면서 정부 내 영향력이 약했던 상황 등도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군 정보기관 AMAN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
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내린 에슈콜
총리 겸 국방장관의 성향 또한 엄청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AMAN 부장인 야리브 소장의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 정부 내에서 군 위
상이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이스라엘 관료체제의 특수성 등도 국운이 걸
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18) Ohad Leslau,“The Effect of Intellig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 p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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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WMD관련 정보실패 사례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은
익하고 있다는 정보기관 보고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며 이
라크를 일방적으로 침공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점령 후 오랜 조사에도 불
구하고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함으로써 미국 정보공동체의 판단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
되었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냉전붕괴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해 오던 미국의 지도력과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전쟁을 주도한 국방장관과 CIA 부장은 정보실패
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으며 의회는 잘 못을 규명하고 시정하기
위해 정보공동체 활동 및 부시 행정부 정보활용 실태 전반에 대한 진상조
사를 실시하였다.
2003년 3월 이라크전 발발 전까지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라크의 대량살
상무기에 대해 만은 양의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1991년 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와의 악화된 외교관계 때문에 사담 후세인 정권에 믿
을만한 협조자를 부식하지 못해 휴민트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통신
및 신호 정보도 이라크 활동에 대한 간헐적 힌트만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제한적이었다.19) 게다가 이라크에 들어가 WMD 프로그램 사찰활동을 전
개하던 유엔 사찰단이 1998년 철수한 이후에는 중요한 정보 출처를 상실
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보기관들은 이라
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보고하면서도 첩보가
19) Joshua Rovner, Fixing the Facts: National Security and the Politics of
Intelligence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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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하고 출처가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2년 여름부터 정보기관의 이러한 보고 기조는 서서히 바뀌
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라크가 화학무기 및 생물학 무기를 소유하고 있
을 뿐 아니라 핵무기 능력도 확보하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평가로 비약된
다.20) 이러한 정보기관 평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그해 10월 발표
된‘이라크의 지속적 WMD 프로그램’제하의 국가정보판단서(NIE
2002-16HC)다. 동 보고서는 이라크가 5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 치명적
인 생물성 병원체, 탄저균 및 천연두균 등을 개발하는 이동식 생화학실험
실 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이라크가 해외에서 핵물질마
저 획득할 경우 1년 이내에 핵무기도 갖게 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이후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NIE 판단을 더욱 사실적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소위
‘사탕발림(Sugarcoating)’보고서를 올리고 이러한 보고서들을 토대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엄존하는 집합적 위협의 실체라고 주장하게 된
다. 2003년 신년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는 정보기
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이 아프리카로부터 우라늄을 구
입하였다는 미확인 첩보까지 인용하였다. 그리고 2003년 2월 파월 국무
장관은 CIA부장을 대동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확보의지에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한달 후 국제사회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라크 침략을 감행한다.21)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정보기관들은 후세인 정권 퇴출 이후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민주화가 실현되기 쉽지 않
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여건, 경제 재건을 위한 엄청난 부담, 종교 갈등
으로 인한 정쟁 및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세력화 가능성 등을 제기하였

20) Ibid, pp. 1-3.
21) 유엔 안보리연설문은“Iraq: Failing to Disarm”
, February 5, 2003.(www.state.gov/
p/nea/disar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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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정보를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
리는데 활용하기 보다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설득하
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9.11테러 이후 지속된 국민들의 대량살
상무기에 대한 우려와 알카에다(Al-Qaeda)의 위협을 부각시켜 대테러 전
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기관 평가 및 판단정보를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하면
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선별해 수용하는 소위 체리 따기(CherryPicking)를 시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 네오콘들은 정보기
관의 미지근한 지원 및 판단정보에 만족하지 못하고 국방부 별도의 대테
러정책평가그룹(the Policy Counterterrorism Evaluation Group)을 만
들어 운용하기도 하였다. 동 평가단은 사담 후세인 정권과 알카에다 연계
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으나 CIA 등 정보공동체가 이라크와 알카에다
간의 협력실태를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다고 힐난하기도 하였다.23)
이라크전 이후 의회 조사과정에서는 정보실패 원인으로 정보공동체의
조잡한 분석기법, 첩보 관리능력 부실, 정책결정권자들의 정보기관에 대
한 은근한 압력, 보고된 정보의 의도적 정치화 등의 문제가 다각적으로 검
토되었다. 하지만 안보정책의 중요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핵심적 판단 근
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이미 결정된 정책을 홍보
하는데 잘못 동원되어 심각한 정치화가 이루어졌다는데 논쟁의 초점이 맞
춰졌다. 물론 부시행정부 입장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
한 인식이 전임 클린턴 행정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그리고 대부분의
서구권 정부 및 정보기관들과 기본적으로 평가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의도
적 조작은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22) Paul Pillar,“Intelligence, Policy, and the War in Iraq”
,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6, pp. 3-4.
23) Ibid,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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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기관 보고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로 한 최고 수뇌부의 정책
결정을 번복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4) 다시 말해 사담 후세인
축출 결정이 중동 지역의 정치권력 구조에 대한 변화, 지역 내에 자유주의
적 정치사조 유입 촉진, 석유자원 등 경제 이권의 재편 등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려진 기존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 정보는 이를 정당화하
고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것이다.

IV. 생산자-소비자 관계에서의 주요 영향 요인
우리는 앞에서 정보 생산자-소비자 관계의 결과로 나타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성공적 협력관계를 만
들고 어떤 요소들이 정보 실패를 유발하는가가 궁금해질 것이다. 생산된
정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국가별로,
그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문제가 그러하듯이 특정 국가 및 정부의 역사적∙문화적∙관료적 환경 하
에서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핵심요인을 몇 가지로 한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보학 및 정치학, 심리학 등의 범주에서 검토되는 몇 가
지 중요 영향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

1. 정책결정자의 성향
정보의 궁극적 소비자인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성향은 정책결정 과정에

24) Ibid, p. 2.
25) Leslau, The Effect of Intelligence, pp. 4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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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26) 정보의 생산자-소
비자 관계에서 생산자의 전문성과 성향 등 요인들이 경시될 수는 없지만,
궁극적 정보소비자인 대통령이 보고된 정보를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용할지의 여부 등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
에 살펴 본 세 가지 정보활용 사례 중에서 처칠의 정보 활용태도 및 성향
이 가장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지만 모든 사례에서 정책결정자의 성향이
성공과 실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책결정 과
정에서 정보 역할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성향
및 새로운 사실에 대한 수용성 정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오고 있다.
생산된 정보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보소비자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
면 정보소비자가 보고된 정보에 폐쇄적 인식을 갖고 있을 경우, 정보가 정
책결정자의 정책의제와 일치하거나 정책의제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
은 초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27) 인식론적 편향
을 가진 정보소비자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존 인식 및
기대와 다른 새로운 정보에 대해 거부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정보소
비자의 편향을 분석한 연구는 정보 소비자를 폐쇄형 소비자와 개방형 소
비자로 나누기도 한다. 폐쇄형 소비자는 이념이나 개인적 성격으로 인해
고정관념 또는 유사 사건과 비유 등을 통해 현실을 단순화하여 받아들이
는 경향을 가지고, 반대로 개방형 소비자는 이념적 틀 보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6) Amit Steinhart & Kiril Avramov,“Is Everything Personal?: Political Leaders and
Intelligence Organizations: A Typology”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 26, No. 3, 2013, p. 540.
27) Robert Jervis,“Intelligence and Policy”
, International Security, Vol. 11, No. 3,
1986-1987), pp.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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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정보소비자 성향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정보소
비자의 바람직한 요건에 대해 연구해 온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정보사용자의 바람직한 다섯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
과 다른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외향성(Extraversion), 새로운 사실을
수용하여 흥분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껄끄러운 조언자와도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는 수용성
(Agreeableness), 공 직 자 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덕성

(Conscientiousness), 정보생산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Openness)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28)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보사용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로 나누어 이해하기도 한다. CIA 부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시니어 부시
와 같은 정보전문가(the Intelligence Professional) 유형, 레이건 대통령
처럼 정보 분야 경험이 없더라도 책∙언론∙영화 등을 통해 정보기관을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교육받은 지원자(the Educated Supporter), 닉슨
대통령의 경우처럼 다른 공직경험을 통해 정보기관을 이해하고 정보기관
의 보고를 받지만 별로 신뢰하지는 않는 교육받은 감독자(the Educated
Auditor), 트루만 대통령의 경우처럼 정보기관 보고 자체를 잘 받으려 하
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받은 내용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자유로운 비
판자(the Free Critic), 정보업무에 대한 경험 및 이해가 거의 없고 보고서
도 자세히 읽지 않으면서 정보보고를 자신의 정책의제 추진에 적극 활용
하는 주니어 부시와 같은 맹목적 신봉자(the Blind Disciple)로 분류하기
를 제외
도 한다.29) 이러한 다섯 종류의 소비자 타입 중에서‘정보전문가’
하고 나머지 타입 모두가 사실상 효율적으로 정보기관을 통제하거나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최
28) Steinhart & Avramov,“Is Everything Personal?”
, p. 542.
29) Ibid, pp. 5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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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소비자들이 취임 당시 정보기관의 능력과 업무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
가 부족했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
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정보생산자의 성향과 능력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 수용성을 좌우하는 직접적 요소 중에 중요한 다
른 하나는 정보생산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장의 성향과 능력이다. 앞의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이스라엘 AMAN의 야리브 부장의 경우가 대표적 성공
사례에 해당한다. 야리브 소장은 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전투부대 및 해외
근무 경험 등으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
및 불란서에서 공부한 관계로 정보 및 상황판단 능력에서 정보공동체 경
쟁자들에 비해 월등했던 것이다.30) 게다가 조직의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면
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튼튼히 하고 정보의 영향력
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정보 생산자의 성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보전
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바르게 보고
하고 자문에 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책결정자에게 정치적 또는 감
정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보고하는 추종자형 생산자로 분류할
수 있다.31) 여기서 전문성을 준수하는 원칙적 생산자는 상황을 전문적 지
식과 객관적 시각을 기반으로 분석하되 이념이나 개인적, 또는 조직의 주
관적 이해관계를 내세우지 않고 정책결정자가 선호하지 않는 정보도 기꺼

30) Ohd Leslau,“The Effect of Intelligence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 p. 439.
31) Herbert Goldhamer, The Adviser (New York: Elsevie, 1978); Jerrold Post,
“Current Concept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mplications for Political
Psychology”
, Political Psychology, Vol. 14, 1993, pp.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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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할 수 있는 생산자를 말한다. 반면에 추종자형 생산자는 정책결정
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자신감을 갖도록 기존 정책노선을 지원하거나 정책
결정자의 결정에 정보 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을 배가시킴으로써 기존 결
정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이러한 추종형
생산자는 정보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정보 생산자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소비자와 어떠
한 관계를 맺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수용성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정보생산자인 정보기관장이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는
정보 생산기관의 수집 및 분석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앞의 사례에서 영국
이 애니그마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월등한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전
략적 우세를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군사적 상
황에 대해 AMAN의 정보판단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렇듯 수집과 분석 능력
모두 정보의 수용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지만 정책 결
정 과정에서는, 특히 현재와 같이 정보화∙세계화∙민주화 등 영향으로
비밀활동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공개정보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
서는, 수집된 첩보를 정확히 평가∙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책결정자의
성향 및 의제에 맞게 지원하는 분석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정보보고)의 질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보고서 수용) 필요성 자체
를 느끼지 못하거나 대체 상품(정부 여타기관)으로 언제든지 관심을 돌려
버리기 때문이다.
정보 생산자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어필하고 받아 들여 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오랫동안 형성된 생산자의 평판 및 위상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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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CIA가 국가 정보기관인 관계로 정부 내 다른 어느 정보기관보다도 해
외정보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고, 앞의 사례에서 관찰된 것처럼 이스라엘
군정보기관 AMAN이 정부 내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국방부 산하 기관
이기 때문에 군사적 상황 판단에 있어 신뢰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 등이 여기에 기인한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 군의 영향력
이 크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데다 당시 국방장관 겸
총리인 에슈콜이 군 정보기관 AMAN의 상황판단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것 등이 성공 요인으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2차 대전 후 각
국에 국가정보기관이 설립되고 정보활동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되기 시
작한 이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수행하는 역할은 정부 조직 내에서
정보기관의 위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기관 위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크게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
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비자가 생산자에 대한 신
뢰성이 높을수록, 특히 정보기관장의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믿음이 높을
수록, 생산 정보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조직적 차원에
서는 정부조직 내 정보기관이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 수용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경쟁상대 정보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생산자-소비자의 유기적 협력과 상호 존중
앞의 사례에서 살펴 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성공을 위
한 가장 기본적 상호관계는 정보생산자(정보기관)와 정보소비자(정책결정
자)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생산자와 소
비자 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 전체 매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어 나가

36

국가정보연구 제7권 1호

느냐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본적 틀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라크 WMD에 대한 정보실패 이후 미국에서는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바람직한 정보의 역할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
논쟁 중 테넷 CIA 부장은 정책결정자에 대한 정보의 역할이 정치 중립적
정보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모
든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32) 다시
말해 공식 및 비공식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생산자가 적극적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상당수 전직 CIA 분석관들은 정보
보고가 공식 및 비공식 정책결정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
책 중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보적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33) 이러한 논쟁 이후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 및 학계에서 형성된 일반
적 의견은 대체로 CIA 테넷 부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34) 국가안보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공식 및 비공식적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보생
산자 역할이 정책 수립 과정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이 결정된 후 추진되는
각 단계에서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용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는데 동의하고 있다.35)
국가안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체의 형태와 수행 역할은 국가마
다 주어진 안보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정책결정체의 주요 역할은 대동소이하다.

32)“Statement By George Tenet,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 11 July 2003.
33) Ray McGovern,“Intelligence Shouldn’
t Exist Just To Serve Policy”
, Miami
Herald, 5 August 2003; Jack Davis,“Paul Wolfowitz on Intelligence PolicyRelations”
. Studies in Intelligence, Vol. 39, No. 5, 1996, pp. 36-37.
34) Anthony Williams,“The Appropriate Role of Intelligence in the Making of
National Security Policy”
, pp. 272-273.
35) Ibid, p.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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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미국 NSC는 다음과 같은 역할로 요약되는데, 이처럼 정보
는 이러한 활동의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는 것이다.36)
- 정책 및 중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사안에 대한 종합 평가 및 분석
-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자원의 할당 및 배분
- 국가안보 수행 기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감독
- 국가안보 필요조건을 반영한 안보 우선순위의 설정
- 안보위기∙재해재난 등 긴급사안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 조정∙통제
- 국가 안보분야 개혁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안보정책은 최고 의사결정권
자에게 보고되기 전, NSC 혹은 내각 협의체 등과 같은 다양한 위원회 제
도를 통해 조율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를 통
해 작은 이슈들은 하위 협의체에서 다루어지고 중요한 문제들은 고위 협
의체에서 다루어짐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되는데 정보의 종
합 및 평가도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다.
안보정책 결정 주체 및 그 내부 각종 매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상호 서비스 가능한 역할의 범위와 한계,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36) Susanna Bearne, Olga Oliker, Kevin O’
Brien, Andrew Rathmell,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Structures and Security Sector Reform(Rand
Corporation, 2005),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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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 소비자들의 일반적 불만은 보고서가 너무 길고
불필요한 내용들로 장황할 뿐만 아니라 미래사실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
안 제시가 너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의 불만이다. 게다가 특별히 도움 되는 내용도 없으면서 보안에 대한 규정
만 까다로워 부담스럽기까지 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다.37) 반면, 정보 생산
자는 소비자가 사용한 정보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없고 필요한 추가정
보를 요청하지도 않으면서 불평만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를 위한 정보를 작
성하다 보니 기대와 다른 보고서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불평한다.
이러한 양측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상호
간 원만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다.38) 특히, 정보 생산자가 최고 정보소비
자의 특성, 즉 대통령의 성격 및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하다. 고위급 정보 소비자의 바쁜 일정 및 우월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 생산자가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생산자 활동은 반대 정파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편향성을 수반한 활동으로 종종 해석될 소지가 많다. 때에 따라서
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정보 소비자의 과도
한 요구나 정치적 편향성을 경계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노
력도 쉽지 않다. 분석 의제가 정책과제의 추진과 밀접하게 연계된 내용이
거나 인사권자(소비자) 희망 사항이 이미 제시되어 있을 경우 정보 소비자
의 기대와 다른 보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그
렇다 하더라도 정보생산자는 소비자의 정치적 비위를 맞추기 위해 특정

37) James Barry, Jack Davis, David Gries, & Joseph Sullivan,“Bridging the
Intelligence-Policy Divide”
, A Progress Report of CIA, p. 1.
38) Steinhart & Avramov,“Is Everything Personal?”
, p. 542.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 고찰 ▷▷박종재

39

정책의제를 앞장서 주장할 경우 정보기관의 생명인 객관성 및 신뢰성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소위 균형과 절제
(Balance and Moderation)를 유지하는 가운데 객관성(Objective)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라크 WMD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실패 이후 미 의회가 조사과정에서
지적한 무수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CIA를 비롯한 미 정보공동체가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보고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
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상원 정보특별위원회(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조
사에서 정보기관 보고서가 정치적 압력에 순응하여 정보판단을 변경 또는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39) 그러
나 CIA를 비롯한 미 정보기관이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자들과 타협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보고에 포함된 특유의 뉘앙스나 함축적 의미 등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을 잘못 유도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로울 수는 없었다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정보의 정치화
앞에서 살펴 본 이라크 WMD 정보실패는 정보의 정치화로 인해 발생하
는 대표적 실패 사례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
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정보 소비자는 자신의 활동 및 판단행위
자체가 모두 정치적 함의를 갖는 관계로 정보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 주의
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문제와 별개로 실무적 차원에
서는 생산자에게 귀책사유가 더 많다고 인식된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39) Paul Pillar,“Intelligence, Policy, and the War in Iraq”
,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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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정부 관료체제상 엄격한 상하관계에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정보의 정치화 예방을 위한 노력은 생산자에게서 보다 주
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정보 생산자는 자발적 정보 서
비스의 전과정 뿐 아니라 소비자 요청에 의한 서비스 시에도 정보의 정치
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 실패는“정부가 국익에 부적절하거나 비생산적 조치를 취하도록
상황을 오인”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40) 이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41) 첫 번째는, 9.11테러를 예방하지 못
한 미 정보기관의 경우처럼 정보 수집∙분석 과정에서 조직 역량의 부족
또는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실패다. 두 번째는, 2003년 이
라크전 개전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가 보여준 WMD 프로그램 정보 왜곡처
럼 생산자 혹은 소비자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과장∙왜곡∙날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위 정보의 정치화가 발생하는 경우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
차대전 시 독일군 지휘부가 영국의 더블크로스 작전에 속아 노르망디 상
륙작전에 대한 대응에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적의 부정과 기만
(Denial and Deceit)에 속아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리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들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 두 번째인 정보의 정치화 문제다.
이는 정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
지만, 정보 실패가 발생하면 정보 소비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는 정보 소비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의도가 개입되었
다는 기본적 전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42)

40) Abram Shulsky & Gary Schmitt,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3rd ed. (Brassey’
s Inc., 2002), p. 63.
41) Ibid, pp. 62-73.
42) 장노순,“정보실패와 미 의회 정보감독의 정파성”
, 세계지역학회 제 28집 3호(2010),
pp. 1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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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생산자가 완전한 의미에서 정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정보기관 활동 자체가 정부정책의 성공을 위한 활동과
거의 일체화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정부 부처에 속한 부
문 정보기관의 경우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중요해 지는 것이 국
가정보원과 같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중립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생산 정
보가 특정 정책 편향성을 보일 경우 행정부의 정보실패뿐 아니라 궁극적
으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책임으로 귀결되어 정권 퇴진으로 연결
되고 심할 경우 국가 전체에 심각한 손실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43) 특
히, 우리 국정원처럼 해외 정보뿐 아니라 국내 보안정보 활동까지 수행하
는 경우 정치현안에 대한 개입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
요하다. 물론 정치 중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다 보면 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도 비판 받을 수 있다. 야당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받는
사안조차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 추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정치
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를 넘는
정보의 정치화는 결국 정보 실패뿐 아니라 정부 실패로 귀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생산자는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정보생산자의 정치화 예방을 위해 제 3자인 국회 및 언론 등의 감시 역
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활동 자체가 비밀인 정보기관 특성
및 국회 정보위 감독의 정파성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 3자의 감시는 사
실상 한계가 있고, 감시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사후적 처방에 집중되는 것
이 현실이다.44) 따라서 정보의 소비자, 즉 최종 사용자인 대통령이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43) Williams, The Appropriate Role of Intelligence, p. 274.
44) 장노순, pp. 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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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종 결정권자의 바람직한 결정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 야당인 케네디 진영이 소련과의 미사일
격차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CIA 보고서 공개를 거부
하면서 정보의 정치 연루를 차단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러한 대통령의 조
치가 여당 닉슨 후보의 선거 패배로 귀결되긴 하였지만 정보기관의 정치
연루를 방지한 모범적 사례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반대로 정보의 정치적 사용 사례로 언급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1964년 8월 미국의 통킹만 사건을 통한 베트남 전쟁 확전이다.45) 당시 11
월 대선에서 재선을 목표로 한 존슨 행정부가 북베트남의 공격 임박 정보
또는 실질적 공격이 별무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킹만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공세를 강화해 나간 것이다. 이를 통해 존슨 대통령은 대선에서 압도적 승
리를 거두지만 베트남 전쟁의 수렁 속으로 미국을 더욱 깊숙이 몰아넣고
결국 미국민 전체가 엄청난 인명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확
대되었다. 이렇듯이 정보의 정치화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는 정책결정자
들에게 항상 강력한 유혹이 되지만 잘 못 사용될 경우 개인적으로 치명적
손상을 감수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가 전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V. 결론: 바람직한 생산자-소비자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정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통해 국익과 안보정책에 기여한
다. 정보기관 자체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더
45) Paul Pillar,“Intelligence, Policy, and the War in Iraq”
,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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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의 이상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는 무
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호 원만한 소통
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최선의 협력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이다. 정부 내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로 역할이 구분
되어 기능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정부내 하나의 외교안보 팀으로 인식되고
상호 협력과 능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다른 팀이 아니라 한 팀이
라는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갖고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바
람직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위해 필요한 과제 설정은 접
근 방향에 따라, 그리고 처방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처방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검토하였던 정보 소비자와 생산자 관계의 주요 영향
요인을 염두에 두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상호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소비자의 과제, 생산자의 과제, 공통과제로 나누어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과제: 정보보고에 대한 이해 및 효율적 활용
소비자와 생산자 관계는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행정부의 계층구조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관계로 제품(정보보고)
을 언제 구매하여 어떻게 활용할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실상 소비자
시장(Buyer’
s Market)이다. 따라서 정보 소비자가 정보기관을 얼마나 이
해하고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람직한 양자관계 형성
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선출되거나 정치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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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 고위 정보 소비자가 사전 교육 없이 정보기관 업무 매카니즘을 이해
하고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 다양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보고를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
는 사용자가 취임한다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행운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정보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국가정책 성공 가능
성을 높여 나가는 적극적 노력을 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으로 그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인 정보기관 스스로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정보 소
비자 차원에서, 그리고 생산자가 유도해 나가야하는 사용자의 바람직한
자세로,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정보기관 업무범위 및 역량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제고
정보 소비자가 정보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과물
(보고서)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이 어떠한 한계를 갖는지 등에 대한 이해
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보 소비자에게 이러한 제품(정보) 생산공장(정보기
관)의 능력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은 상호 이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를 위해 미 CIA 분석국에서 정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고서 활용
설명서(Handbook)를 작성해 활용하거나 각종 브리핑 및 회의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해 나가는 사례 등을 원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기관의 노력이 특히 필요
하다. 대부분의 정보소비자가 정보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문외한
인 관계로 정보 수집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 보
고서가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첩
보영화나 언론에서 피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정보기관이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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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거나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현실
적인 활용방안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 직후 신임 행정부 고위 정보소비자들에게 정보기관의 임무
및 기능뿐 아니라 수집 및 분석활동 실태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하
여 소비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목표 및 현안 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
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생산자와 소비
자간 접촉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보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보 사용자의 관심 및 시간 확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
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정보 소비자들
에게 제품(정보보고)을 세일즈 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제품(정보보고)을
선택해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소비자들이 하루
일과의 특정시간, 일주일의 특정 요일, 혹은 특별한 일정에 앞서 정보 보
고를 활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거나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모닝브리핑(PDB: President’
s
Daily Brief)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해외 순방 시에도 수시 정보보고를 받
는 것처럼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기적인 정보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관행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대통령 보고뿐 아니라
통일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 및 NSC 고위급회의 등 정책결정의 여러 과정
에서도 정보 보고 혹은 브리핑이 논의의 출발점 또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정책 결정의 중요한 회의체 등에 정보 분석관의 참여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도 있다. 중요 현안이나 전략적 문제 등의 경우 정
보보고서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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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 현지 실상을 잘 아는 분석관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 정책결정의 중요 회의체에 정보
기관 분석관이 직접 참석하거나 청와대 NSC 등 중요 조직에 분석관이 상
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사용자의 정보 우선순위 및 활용결과에 대한 소통 강화
다른 분야와 달리 정보 분야는 소비자가 제품(정보보고)을 외면하면 대
체 소비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생산 공장(정보
기관)의 활동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그런데, 얼핏 보면 생산자가 손해일
것 같지만 국가기관인 정보기관이 도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
로는 정보서비스를 받지 못해 정책실패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는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적극적 소통
을 통해 최선의 협력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이다.
먼저, 정보 소비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장기적 정보목표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기적 정책현안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요구사항을
생산자(정보기관)에게 수시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고
위 정보사용자들은 현안 업무나 각종 회의 등으로 미래에 사용할 정보 요
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특별
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선입견으로 적극 요청하지 않는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정
보서비스)을 생산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해외
순방 및 외국 고위인사 접촉 등을 통해 지득하게 되는 특이 정보나 의문사
항 등도 생산자(정보 분석관)에게 수시 알려주고 평가를 의뢰하여 대응하
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기관을 활용해 나갈 때 맞춤형 정보지원이 더욱 활
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는 사용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추가 진전 상황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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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에게 수시 피드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생산자가 제품(정
보보고)에 대한 장단점을 재검토해 보면서 보다 발전적인 대응책을 강구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 제품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 물론, 한국적 관료문화의 특성상 활용한 정보 보고의 장단점을 평가
하여 피드백 한다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할 우려도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상호 한 팀
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확대해 나갈 때 발전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고위급인 소비자가 피드백에 인색할 경우 생산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모니터하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보안유지
정보기관은 보안을 생명으로 한다. 이러한 보안은 정보기관 자체 생존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처를 보호하고 양질의 정보서비
스를 지속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정보 소비자는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
니라 보안 보다는 정책 성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거나 대국민 설득 등을 위해 정보기관 보고를 이용하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한 경향이 반복될 경우 정보기관은 보안유
지를 위해 정보보고에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위를 낮춰 보고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정보보고의 질적 저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보 소비자는 정보보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자제하
고 보안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견지하여야 한다.
물론, 정보생산자도 불필요하게 정보보고의 과도한 비밀분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출처를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일반문서로 분류 시
발생할 예상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비밀등급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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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보고를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정책 추진과정에
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생산자의 과제: 정보보고의 품질 향상과 유기적 관계 유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소
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정보보고)을 세일즈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
을 구입할지 안할지, 구입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여부는
전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달려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
한 정보기관 능력은 크게 수집과 분석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외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그래서 능력 향상 문제는 무척
어려운 과제일 뿐만 아니라 처방에서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도 무척 오래
걸린다. 여기서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검토할 수 없음을 감안, 소
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을 최종 생산해 내는 분석분야의 능력, 특히 그 중
에서도 소비자와의 바람직한 관계형성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제시해 보고
자 한다.

가. 정책분야에 대한 분석관의 이해 제고
정보생산자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다른 정보와 비교∙검토하
여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분석관들은 국가 정책과제 및 정보 소비자의 성향 등을 최대
한 고려하여 정보보고 의제와 깊이를 선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비자에
게 전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자의 보고가 소비자의 우선순위나 선호
도를 잘못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한다. 따라서 분석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보고의 수용성을 확대하
기 위해 소비자의 정책(Policy) 영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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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분석관들이 정책영역에서 직접 일해 보면
서 정책(Policy)과 정보(Intelligence)의 상관관계를 직접 경험하고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용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야만
정보 소비자가 특정 현안이나 이벤트의 어떤 단계에서 무슨 정보를 원하
는지 먼저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보고서를 준비해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분석관의 정책분야 근무가 극
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보기관 입장에서 분석관 교육 또는 정책기관 단기
연수 등 기회를 통해 정책분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청와대 NSC 등 정보 사용기관에 분석관 또는 연락관을 가능한 상주
시켜 정책 분야와의 소통 및 유기적 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

나. 핵심 정보소비자 구분 및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
대체로 정보기관은 특정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정부
유관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분석 보고서를 배포하는데 익숙해져 있
다. 그러다 보니 출처보호 등을 이유로 분석보고 깊이가 제한될 수밖에 없
고 사용자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보 소비자의 수를
제한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방향으
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소
비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핵심 소비
자가 고위급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고위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
책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사라면 정보 수용성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범주에 넣어 국가정책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정보 소비자의 수요와 성향 등을 고려해 소통
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연락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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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특정 소비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고위 정보소비자
의 해외 고위인사 접촉 등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특정 안건 또는 면담대상
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 형태뿐 아니라 영상자료 등으로도 만들어 CD 및
USB에 넣어 필요시 부담 없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정보의 수용성을 높이
는 등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정보보고의 특정 내용을 공개
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각색해 제공하
는 등 사용자의 필요 및 선호도를 반영해 서비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소비자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노력
정책 영역에 근무하는 고위 정보소비자는 대부분 정책적 이해 당사자들
과의 의견조율 등의 바쁜 현안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
보고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별로 없고 소통에도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정보 생산자-소비자 관계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유
리한 위치에 있는 시장(Buyer’
s Market)인 만큼, 적극적 관계유지 및 소
통을 위한 노력은 소비자 보다 생산자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계층 및 영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카운터파트들
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선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위 분석관 및 정보기관 고위간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비자들과 공식 접촉 및 비공식 오만찬 등을 다양하게 가짐으
로써 소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NSC 등 정책부서 파견 분
석관이나 연락관을 최대로 활용해 이러한 양 기관의 접촉 및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
을 위해 필요하지만 접촉 과정에서 정보 사용자의 정책의지 및 선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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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수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보기관
능력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 정보사용자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실시간 협력 체
제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긴급성을 요하는 첩보성 내용 보다 정제된 분석 정보이
긴 하지만 우리의 남북관계 특성상 긴급한 정보 보고나 대테러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한 소통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통 전화
연락망 또는 비밀자료 송수신을 위한 보안망 등 실시간 협력채널을 다양
하게 구축해 소통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공통과제: 정보의 정치화 예방
정보 생산자는 국가정책 결정권자만을 실질적 소비자로 하기 때문에 정
책결정 과정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판단 근거를 제공함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계속 입증해 나가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보기관 장이
교체되거나 정보기관 자체가 타의에 의한 개혁의 수술대 위에 올라야만
한다. 따라서 정보기관 장은 정보의 최종 소비자인 동시에 자신의 임명권
자인 대통령에게 도움 되는 정보보고를 통해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
을 항상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원론적으로 정보
(Intelligence)와 정책(Policy) 간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
는 둘 사이 경계를 넘나들거나 중간에서 줄타기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경
우가 많다. 특히,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의 영역에서 정책적 이슈를 관리
하는 고위급들은 이러한 현상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정보의 정치화에 대
한 유혹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최종 소비자 선호도가 자신의
직무적 양심 및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여부다.
환영받지 못하는‘객관적’보고서를 올리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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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게 되고, 잘못된 요구에 타협하게 되면 자신의 직무의무를 위반해
야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결정이다. 정보기관 책임자 임명 및 국회 청
문회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건전한 국가관 및 엄격한 도
덕성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보고를 작성하는 실무 분석관들도 정책 영역에 있는 소비자들과 소
통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보의 정치화란 함정에 쉽게 빠
져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기관은 정책결정 과정의 고위 인사들과 관
계를 가깝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의 지나친 밀착은 이라크 WMD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보
실패를 야기하기 쉽고 이는 단순한 정부 정책의 실패뿐 아니라 국가 전체
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 생산자는 행정부 정
책결정 과정에 있는 소비자뿐 아니라 국회 및 언론, 그리고 국민 전체로부
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시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
준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의 정치화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 자체적으로 CIA에서 운용 중인
‘정치화 옴부즈만제(Politicization Ombudsman)’등을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CIA 내에서도 이 제도가 분석관 의견
에 경도되어 CIA 지휘부에 보고되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등 객관
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정보와 정책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고민하고 정치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문제
이긴 하지만 중요한 분석 보고서인 경우 정보기관 단일의 대표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소수 의견을 병기하는 것처
럼 핵심적 반대 의견도 일부 병기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안으로 검토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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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가능한 사전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
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는 정치∙안보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거
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양자관계에서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서
로에 대한 현실적 기대와 한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효율적 협력
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비밀출처 중심의 정보기관 보고
가 아니라도 공개정보가 워낙 광범위하게 실시간 전파되는 관계로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무척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 공개 정보만을 쫓는다면 국가의
안보정책이 암흑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적의 정보전에 놀아날 위험에 직면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보 생산자도 정책결정 과정
에서의 소비자 입장을 이해하고 정보 서비스를 통한 현실적 기여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정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상기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적극 협력해 나간다면 정부정책의
성공적 수행뿐 아니라 번영의 통일시대를 앞당기는데 더욱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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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Intelligence Producer and
Consumer in the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Process
JongJae Park (Sun 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of
intelligence use in the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process, and to draw desirable ways to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lligence producer and the
consumer. For this purpose, factors swaying over the role of
intellige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necessary
measures to build desirable cooperative relationship have been
examined thoroughly and pursued to answer.
The study reveals that influential factors dominating in the
process of national security decision-making are as follows:
consumer’
s propensity to intelligence reports, producer’
s
interpersonal disposition and intellectual capability,
cooperative working culture between the intelligence producer
and the consumer, and constant exertions to prevent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build healthy cooperative relationship, it is
advised that the intelligence consumer should try to
understand working culture of the producer, to set su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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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r listening to intelligence reports, to provide feedback
on used intelligence reports after clarifying his intelligence
priorities, and finally maintain security on intelligence
reports. On the other hand, intelligence producers should try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n policy sector, to provide
customized intelligence service to identified key consumers, to
keep cooperative system through various real-time secured
communication channels. Finally, both sides should exert to
construct a reasonable system and abide by its regulations to
prevent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Key Words

national security policy, decision-making, intelligence service,
intelligence producer, intelligence consumer, politicization,
intelligence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