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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 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안보의 범위와 개념자체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 및 고용시장의 변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들이 초국가적인 연계망과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위협의 대상을 특정 국가나 단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적대적인 세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문제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첩 대상을 특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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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단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잠재적 정보실패의 위험과 함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다원주의와 민주화과정의 심화로 인한 국내 환경의 변화도“국내 정보위기
(Crisis in Domestic Intelligence)”
상황을 초래하면서 자생적 테러조직이나 불만세력에
의한 내부공격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애국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보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의 끊임없는 비대칭위협과 국내안보위
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방첩방향을 모
색하고 방첩역량을 강화해 나가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 세기 정보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적합한 선진 방첩이론을 연구하여 우리 국가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방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정보환경의 변화, 방첩역량, 정보혁신, 방첩효용, 국가정보, 정보국,
선진방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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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의 제기
탈냉전이후 세계 안보 및 정보환경변화의 특징은 국가안보위협의 다양
화이다. 세계 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
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이것은 안보의 범위와 개념자
체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전통적
군사위협만을 안보위협으로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화의 심화 및 고용시장의 변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
한 국제행위자들이 초국가적인 연계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있
는데 이러한 초국가적 상황에서 안보위협의 대상을 특정 국가나 단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적대적인 세력뿐만 아니
라 이제 일반 NGO나 개인들까지 심각한 잠재적 안보위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첩 대상을 특정국가나 단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잠
재적 정보실패의 위험과 함께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1) 다
원주의와 민주화과정의 심화로 인한 국내 사회환경의 변화는“국내정보
위기(Crisis in Domestic Intelligence)”
를 초래하면서 자생적 테러조직
이나 불만세력에 의한 내부공격의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애국
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보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의 끊임없는 비대칭위협과 함께 국내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환경에 부응한 정보혁신과 방첩역량강화
1) 허태회,“정보환경에 대비한 방첩의 전망과 과제,”21세기 국가방첩: 새로운 첩보전쟁의
시작(박영사, 2014), pp. 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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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경제방첩, 산업보안, 사이버 방첩
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방첩으로 확장해 나가야할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적대적인 국가나 적대적인 세력”
으로 방첩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첩활동에 장애가 된다. 작금의 급변하는 방첩환경을 고려할
때 방첩개념이나 방첩이론을“소극적∙수동적 방첩 패러다임”
으로부터 탈
피하지 못하고 기존의 제한된“억지기능이나 감지기능에만 머무르는 것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낙후된 방첩의식이며 비효율적인 방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먼저 국가방첩 이론을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
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효율적 방첩업무
에 필요한 준거 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본
연구는 21 세기 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적합한 선진 방첩이론을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가방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21세기 정보환경의 변화와 방첩패러다임의 변화
탈냉전이후 세계 정보환경은 전통적 안보위협요소로부터 테러, 환경오
염, 보건 및 자원위기 까지 많은 위협요소들을 부각시키면서 정보활동의
영역과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먼저 냉전이 종식되면서 초강대국 간에
긴장과 대립은 사라졌지만, 탈냉전상황은 정보기관의 정보목표와 우선순
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냉전 시 서방측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정보목표
가 적대적이었던 동구사회주의 국가나 공산권국가에 우선순위가 있었다
면 탈냉전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환경은 정보목표의 명확성을 상실하게 하
였으며 정보우선순위에도 테러, 환경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경합
되게 하는 양상을 나타나게 하였다.2) 이처럼 냉전의 종식은 정보환경에 있
2) 김계동,『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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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정보목표의 불확실성과 정보의제의 다양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정보기구로 하여금 훨씬 더 정보활동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분석
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만들었다.3)
과거 냉전시대 적국과 우방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는 정보대상
과 목표가 명확하고 정보우선순위가 단순한 군사안보에 있었던 반면에,
탈냉전상황에서는 정보목표도 불분명해지고 정보의제와 정보우선순위도
불확실해져 효과적인 정보활동이 어렵게 되었다. 탈냉전시대의 안보위협
이 특정 적대국의 군사안보적 위협으로부터 테러리즘과 같이 국내로 파급
되는 국내안보적 요소에 집중되면서 정보공동체 내에 정보활동의 영역과
책임에 대한 혼선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4) 미국의 경우 FBI와 CIA,
국토안보부 간에 테러문제와 관련 정보활동의 범위와 영역문제를 야기하
면서 정보기구들 간에 정보공유문제를 새로운 정보개혁과제로 부각시켰
다.5) 이처럼 탈냉전 이후 정보환경의 변화는 각국의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과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6)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초국가적인 현상(Transnational
Relations)은 초국가적 위협의 등장과 함께 위협의 주체, 대상과 범위, 대
응방식 등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정보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과거에는 주로 국가들이 타국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였지만 안보
위협의 주체가 개인, 이익집단, 기업, 테러리스트 등으로 다양하게 변하면
서 정보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고 다양화되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
한 대응방식도 기존의 군사안보적 대응형태와 다른 방식이 더 효과적이게

3) 위의 책, p. 325.
4) 허태회(2014), pp. 224-227.
5) 김계동(2008), pp. 325-326.
6) 허태회,“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방첩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제문제연구』
,
제10권 4호 (2010), pp.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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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7) 즉 기존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 주로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것이므로 동맹관계나 세력균형, 집단안보 등의 현실주의적 접근방식
이 중심이 되었으나 국제테러, 마약, 전염병확산, 환경오염과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대응방식도 행위자
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정보활동에 있
어서 국가들 간에 정보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켜 놓았다.8)
여기에 ICT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의 확산은 국내
정보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9)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소
위“유비쿼터스 사회”
가 도래하여 그만큼 개인이나 사회∙국가 모두 인터
넷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전장도 없
고 소리도 없는”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 정보전쟁에 대비한 온라인 사이
버안보문제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10) 요컨대 정보기술이
사회전반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서 취약성이 발생하
고 있으며“불법접근, 바이러스확산, 서비스거부 공격, 사회 공학적 공격”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에 계획된 악의적 공격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대상과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새로운 방첩문제로 등장
하게 된 것이다.11) 특히 소셜 미디어 및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들의 융합으
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될 정보환경의 변화차원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정

7) 허태회(2010), pp. 77-110.
8) 국가정보포럼,『국가정보학』
, (서울: 박영사, 2006), pp. 387-389.
9) 앞의 글, pp. 67-73.
10) 권문택,“유비쿼터스 시대의 사이버안전대책,”
『제 5회 사이버테러정보전 컨퍼런스
2004 논문집』
, 위의 글, 참조.
11) 국가안보영역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경제,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안보역량이 국가
경제력에 크게 좌우되며 국가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볼 때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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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기술과 무기체계 간의 융합을 넘어서서 테러리즘이나 전쟁과 같은
위협의 속성, 범위와 강도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비한 방
첩역량 강화를 중요한 정보개선과제로 부각되게 만들었다.12) 반면 방첩활
동과 관련하여 정보활동의 범위 확대로 인한 기본권침해 소지 논란을 야
기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감시의 강화요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정보기관에 대한 국내 정보
활동의 규제강화 및 통제강화요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보기관
의 정치적 중립 요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다.13)
탈냉전의 국제상황변화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세계화 및 정보화, 그
리고 민주화의 확산에 기인하여 이제 안보환경은 경제, 사회, 환경, 에너
지자원, 사이버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방첩개념도 포괄방첩(Comprehensive
Counterintelligence)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14) 그만큼
정보활동의 영역과 대상도 확대되고 정보의제의 변화와 정보기관의 기능
및 역할까지 변하면서 정보생태계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
여 우리 국가방첩이 직면한 개념적∙이론적 한계와 이에 따른 새로운 방
첩이론의 효용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2) 허태회, 이상호, 장노순,“21세기 현대 정보전의 실체와 한국의 전략과제,”
『국가전략』
제 10권 2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4), pp.73-100.
13) 허태회(2014), pp. 224-227.
1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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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첩개념의 정의와 방첩의 효율성 제고
방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마다 방첩에 대한 다른 의미를 정의하면서
국가사회의 정치, 사회,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정보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정보학 분야 연구 활동
을 지속하고 있는 영국학자인 허먼은 방첩이란“외국 정보활동에 관한 정
보이고, 정보요원과 망명자뿐만 아니라 신호정보와 여타 정보원 등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모든 정보위협에 대해 정보를 획득”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15) 이러한 허먼의 정의는 방첩의 독립적 기능과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써 방첩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모든
정보위협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업무가 방첩이므로 안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국내정보활동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기소 목적으로 증거
를 수집하는 법집행기관의 활동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결국 방
첩부서의 업무 본질은 정보 보호이므로 방첩의 대상은 정보위협을 실행하
거나 잠재적인 활동이 모두 포괄된다는 것으로서 모든 외국의 정보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위협의 행위자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6)
따라서 테러조직의 위협도 당연히 정보활동 부분에서 방첩이 다루어야 할
영역에 포함되며 비국가적 행위자의 정보위협도 방첩대상이 되고, 마약과
주요 국제범죄에 의한 정보활동도 방첩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다.17)

15) Michael Herman, Intelligence Power in Peace and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52.
16) 장노순,“방첩의 개념과 기능,”21세기 국가방첩: 새로운 첩보전쟁의 시작(박영사,
2014), pp. 18-24.
17) Herman(1996), pp.1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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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스키와 슈미트는 방첩에 대해“적대적인 정보기관의 활동으로부터 국
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 분석된 정보와 수행된 활동”
이라고 정의한다.18)
그러나 이것은 다소 협의적인 정의로서 방첩의 개념을 적대세력이 자신에
게 유리한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허먼의 정의처럼 슐스키와 슈미트는 정보위협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방첩
의 독립적 영역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방첩의 임무가 특정 정부의 부서
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민간기업의 활동이 국가안보 혹은 국익과 관
련되어 있다면 방첩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슐스키
와 슈미트의 정의는 방첩활동의 대상을 적대세력으로 한정시킴으로써 현
실적으로 발생하는 우방국가를 사이의 경쟁적 정보활동을 포함하기 어렵
게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정의에서는 방첩
활동의 유형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미국 정부의 문건에 나타난“사
보타지, 암살, 혹은 국제테러리스트의 활동”
이 포함되지 않아 제한적인 측
면이 있다.19)
어만(Ehrman)은 새로운 정보안보환경을 반영하고 정보활동의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방첩을 정의하려고 시도하였다. 어만은 방첩의 개념을
“외국 국가와 주체들(Entities)의 정보기관 업무의 조직과 행태에 관한 조
사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지식의 활용: the study of the
organization and behavior of intelligence services of foreign states
and entiti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ing knowledge,”
이라
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어만은 ”
조직(Organizaition)”
과“행태
(Behavior)”
에 주목하면서 정보조직이나 기관의 가치관과 목표, 행태 등
의 조사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방첩개념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체제적 접

18) Shulsky and Schmitt(2002), p.99.
19) 장노순(2014),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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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방식(Systems Approach)을 사용하여 정보조직의 행태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어만의 이러한 방첩개념은 특히“외국 국가와 주체들(Entities)의
정보기관 업무의 조직과 행태에 관한 조사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지
식의 활용”
을 강조하는 것이다.20) 어만의 정의에 따르면 방첩의 대상은 외
국 정부와 세력으로서 이와 관련된 관계와 행위자들 모두가 포함되며 국
가, 조직, 개인으로서 정보위협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방첩 대상이 되는 것
이고, 당연히 민간기업과 테러리스트 혹은 해커도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어만의 정의는 허먼이나 슐스키와 슈미트의 주장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국의 정보위협을 당장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첩목적으로
서 정보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21) 어만 정의의 또 다른
특징은 방첩이란 수집된 정보 혹은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
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혹은 정보활동을 지원하는“방첩의 정책지원기
능”
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22) 방첩의 정책지원 기능이 미국 정부의 방
첩전략에서는 핵심 목표로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 학자들의 정의에서는 다
른 기능에 비해 특별히 강조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방첩을 행정학적으
로 접근하였던 어만은 이런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우리가 뒤에서 다
시 어만의 방첩이론과 개념을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실무 정보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측면에서 본다면 어만의 방첩정의는 매우 유용한 방첩개념
을 제시하고 있다.
방첩의 개념적 정리와 실무적 조치들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한 프룬쿤
은 방첩을“적대세력의 침투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비밀정보의 의도하

20) Ehrman, John.“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Counterintelligence,”Studies in Intelligence, Vol.53, no.2 (June 2009), p.5.
21) 장노순(2014), pp. 18-24.
2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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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누설을 방지하며, 간첩활동, 전복, 사보타지, 테러, 여타 정치적
동기의 폭력으로부터 시설과 대상을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과 장비의 이전
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23) 즉, 방첩
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한 프룬쿤은 방첩의 유형을 보안 그리
고 정보위협 요소에 대한 색출 및 무력화로 구분하여 방첩활동의 유형을
나누고 방첩활동의 대상에‘정치적 동기의 폭력’
을 추가하는 한편 위협의
주체를 외국으로 제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방첩개념의
정의는‘정치적 동기의 폭력’
이 정보기관만이 채택하는 활동 수단이 아니
기 때문에 정보위협의 범위를 다소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될 수 있는데,24) 사실 프룬쿤의 방첩개념 확장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민간 산업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룬쿤의
정의는 정보 및 시설에 대한 보안, 직접적인 공격 위협,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등을 포함하고 첨단기술과 장비를 보호하는 임무가 방첩에 포함된다
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 특징인 것으로 핵심기술과 장비보호가 경제활
동영역에 해당되지만 국가이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가안보 영역이 된다
은
는 것이다.25) 참고로 2012년 5월에 공표된 우리나라의“방첩업무규정”
방첩을“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
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
함한 모든 대응 활동”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새 방첩개념 규정에는 앞
에서 논의된 방첩개념의 범위와 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
히 인지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들어 있다.

23) Hank Prunckun. Counterintelligence Theory and Practice (Rowman & Littlefield,
2012), p.23.
24) 장노순(2014), 위의 글.
25) 장노순(2014), p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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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선진 국가방첩이론의 효용성과 한계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분석의 수준문제는 처음 연구의 시작점에서
연구자가 먼저 인지해야하는 연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전제(Research
Premise)와 같은 것이다. 분석단위의 시작을 국가나 정부와 같은 거시적
분석단위로 하는가 아니면 개인(Individual)과 같은 미시적인 단위로 하는
가에 따라 연구조사의 한계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한 것이다.26) 따라서 이런 분석의 출발점은 우리가 최종 연구조사의 결과
를 도출할 때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Fallacy)를 사
전에 인지하는데 중요한 전제로 작용한다.27)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와 이
분석수준의 문제가 갖는 연관성을 고려하면 고전 경제학이나 심리학은 주
로 개인행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분석이 중
심이 되며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국가나 정부수준의 분석이 주를 이룬다.
국가정보 분석의 경우 상당수의 연구가 국가 정보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 수준 또는 정부수준의 분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국가정보활동의 여러 분야(정보수집, 정보분석, 방첩, 공작) 중의 하나인

26) 국제정치의 연구에 있어서 2차 대전의 발생 원인을 당시의 다극체제의 불확실성과 같은
체제적 수준의 문제에 주목해서 본다면“국제체제”
라는 거시적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특성이나 당시 전쟁을 시작한 지도자들의 개인적 성향은 처음부터 분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반면에 2차 대전의 원인을 히틀러와 같은 당시의 독재자의
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 분석단위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당시의 첨예한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 등은 처음부터 분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27) 사회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분석수준의 문제를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다루면서
이 분석수준 문제가 배태시킨 다양한 연구조사의 함의를 인지하고 러서치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첫째, 특정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어느 분석 수준이 가장 중요하며 왜 그러한
가? 둘째, 특정 수준의 분석이 갖는 애초의 분석한계는 무엇이며 그 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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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연구에 있어서는 방첩의 범위나 대상, 목적이 주로 대간첩활동
(Counterespionage)에 있기 때문에 정보요원들의 개인적 행태나 상황이
중심이 되는 개인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내 요원들이 간첩활동
을 하게 되는 배경이나 개인적 동기의 조사 또는 외국 정보기구의 정보요
원들을 포섭하고 이용하는 것, 개인들의 취약점이나 동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수준의 분석이 가장 효용성이 높기에 이를 통해 방첩활동
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방첩훈련과 방첩공작은 심리학과 행태과학으로부터 나온 이
론과 개념들을 모델화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심리학은 거짓말 탐지기의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 작동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이따금 과학
적으로 의심되더라도 기존의 학계에서 이미 확립된 방식을 의존해야할 필
요성과 그 외의 또 다른 대안적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탓에 그냥 사용해
왔다. 예를 들면 캐더린 허비그와 마틴 위스코프가 수행한 미국시민들의
간첩활동 분석에서 보듯이 때때로 매우 흥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
다. 이들은 미국에 간첩활동을 벌인 미국시민 약 150명의 미국인 간첩들
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Personal Attributes), 고용
(Employment and Clearance), 간첩행위에서의 변화패턴, 동기
(Motivations), 외국과의 연계(Foreign Attachments)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스파이는 30세 미만의 젊은 백
인 남성이며, 대략 46% 정도가 고졸정도의 학력을 마쳤고, 군소속의 간첩
들 대다수가 하위직 병사가 아닌 고위직 간부들 출신이며 과거 오년간의
활동으로 백만불 이상의 금액을 수뢰한 사람들은 단지 4명 정도였을 뿐
절반정도의 미국인 간첩들이 댓가 없이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90% 이상의 여성 간첩들이 남성상사의 보조원이나 직장동료로 일하면서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개인사례 조사(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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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미국 방첩계의 가장 핵심적인 방첩이론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심리 및 행동패턴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구들
을 100% 다 신뢰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28) 뒤이어 개발된
미래 배반가능성을 조사하는 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엉뚱한 대상자들
을 의심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보였다. 그래서 비밀 누
설자를 사전 탐지해낼 수 있도록 심리검사 모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29) 이러한 방법은 심리적으
로 불안정한 징후를 갖는 직원들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적절한 대응책
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신호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심리적
대책방법은 기본적으로 배반 또는 비밀누설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가
정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특징을 갖는 사람들을 과학적인 측정이
나 합리적 방법을 통해 분류해 낼 수만 있다면 이들이 민감한 비밀에 접근
하거나 비밀취급기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동안 방첩분야에서 방첩실패의 주요 동기로 가장 주목받아온 것
은 금전적 동기였다. 이어서 이념이나, 협박에 의한 순응, 자존심 등의 순
서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과학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비밀누설의 심리적 동기에는 자긍심 상실, 복수심,
변덕 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사전에 합리적으로 측정되기 무척 어려운 요
소들이다.30)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개인수준에 초점을 맞춘 방첩방식은 많

28) Theodore Sarbin, Ralph Carney and Carson Eoyang (eds.), Citizen Espionage:
Studies in Trust and Betrayal (Westport: Praeger, 1994), p.70.
29) Ibid, p.71.
30|현재 영국 정보기관에서는 직원 채용 시 사회생활에서 문제를 갖고 있거나 고용관계에
서 불만이 있는 직원, 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 등을 서류조사를 통해 분류하고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직원
이나 응시자들을 사전 탐지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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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외부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외부환경의 영향을 블랙박스화하기 때문
에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의 방첩모델이 거시 수준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나 다만 기존의 방첩이론이나 모델에는
그러한 거시적 요인들이 독자적으로 조사/취급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 중
에 한 부분으로서만 취급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상실되는 경향이 있
다. 위의 허비그와 위스코프의 연구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자발적 스파이 중에 직장에서의 불만이 아주 중요한 개인적 동기였다고
밝힌 대목이다. 즉, 피조사자들의 대략 20% 정도 이상이 직장생활에서의
불만을 가장 중요한 단일 동기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윌리암 캐파일의 경
우나 알드리치 에임즈, 로버트 한센 등의 유명한 미국 간첩사례들도 나중
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직장불만이 주요 동기가 되었다고 뒷받
침해주고 있다.
어떤 정보조직도 자체적으로 정보요원의 간첩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인
정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분명히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간첩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상당 부분 직장생활의 불만에서 비롯되
거나 강화되었다면 그 근본 뿌리는 조직에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어만(Ehrman)이 제시한 거시적 제도수준에
서의 방첩모델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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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Workplace): Agency
관리철학(Management Philosophy)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개인근로자성취(Worker Performance/ 만족)
간첩포섭의 위험수준(Espionage Risk Level)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
<그림 1-1> 신 방첩모델에서 직장 변수를 포함시킨 제도수준의 분석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만은 ”
조직(Organization)”
과“행태
(Behavior)”
에 주목하여 그의 이론의 핵심을 이 두 개의 개념 즉, 조직행
태론에 기초하고 있다.31) 조직행태론(Organizational Behavior)에 따르면

31) 조직행태론의 기원은 프리츠 로에트리스버거와 윌리엄 딕슨(Fritz Roethlisberger and
William Dickson)이 공저한“관리와 근로자(Management and Worker)”
라는 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후 정치, 경제, 사회학, 철학, 심리학 의 인문사회분야의 수많은 학
자들이 이 조직행태라는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의 저서이후 대략 20년이 지난 다
음에 Roethlisberger가 그의 역작들이‘조직행태론’
이라는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한 이래로 이 조직행태론의 발전에 기여한 다수의 유명한 학자들이 있다. 먼
저 첫째 조직행태론에“체제이론(Systems Theory)”
을 소개한 Daniel Katz와 Robert
Kahn 이 있으며 여기에 조직행태론의 기초가 되는 행정형태론
“(Administrative
Behavior)”
을 저술한 Herbert Simon이라는 유명한 노벨경제학상 수상학자가 있다. 이
후 리더쉽 양태를 분석해서 많은 역저를 출간한 Robert Taennenbaum 이 있으며 이외
에도“조직의 사회심리학(The Social Psychology)”
이라는 저술로 이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Robert Blake와 Jane Mouton이 있다. 이 분야에“Operational Research and
Strategic Management”
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Russell Ackoff와 소집단의 행동
패턴의 분석기획 및“직무지향적(Task-Oriented)”
이라는 학술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Rober Bales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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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가치관과 목표, 비전과 철학 등이 그 조직의 기반을 구성한다고
한다.32) 지난 60여년 간의 경험적 조사결과는 조직문화가 그 조직의 리더
쉽 양태는 물론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의 양태와 집단역학관계에도 큰 영
향을 미치며 근로자들은 이를 그들의 직무에 대한 동기유발을 좌우하는
직무생활의 질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최종 결과가 직무성취도, 개인 만족,
실적 향상과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조직행태론은 통상 사람들
과 조직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로 체제적 접근방식
(Systems Approach)을 사용하는데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도
그 리더쉽 관리 양태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런 유
형중의 어느 한 형태가 특정 기구에 존재하는 조직문화와 직무생활의 질
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 독재적(Autocratic): 이 모델은 권력에 집중하는 귄위주의적 관리성
향을 지칭하며, 근로자들은 상사에 대한 순종과 종속의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는 가능한 최소한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b). 후견인적(Custodial): 이 모델은 주로 경제적 자원에 집중하는 금전
적 관리성향을 의미한다. 이 모델 하에서 근로자들은 조직이 제공하는
안전과 수익(Security and Benefits)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
과는 수동적 협력(Passive Cooper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c). 지지적(Supportive): 이 모델은 지도력에 초점을 맞춘 지지적 형태
의 관리성향이다. 근로자들은 직무성취와 직무만족을 동시에 지향하는

32) 지난 60 여년간의 경험적 조사결과는 조직문화가 그 조직의 리더쉽 형태는 물론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의 양태와 집단역학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근로자들은 이
를 그들의 직무에 대한 동기유발을 좌우하는 직무생활의 질로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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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어, 새로이 자각된 추진력(Awakened Drives)이 생겨난다.
d). 동지적(Collegial): 이 모델은 파트너쉽(동반자적 관계)에 초점이 맞
추어진 단체노력(Teamwork)적 관리성향을 의미한다. 이 모델 하에서
피고용자들은 책임감이 있고 자기규율적인 성향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열정을 보이게 된다.
물론 이 네 가지 모델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아 어떤 정보조직
은 두세 개 모델들의 형태로 작동할 수도 있다. 다만 여하한 경우도 특정
모델이 지배적인 양태를 띨 수 있으므로 방첩관들은 위의 어떤 모델형태
로 자신의 정보조직이 유사하게 작용하는 지를 밝혀내어야 한다.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직 내의 문화 이해
둘째, 조직 내에서의 행태이해
셋째, 국내 정보조직 내 자국을 배반하고 간첩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
불만직원의 탐지
넷째, 다른 국가정보조직 내 배반하고 이중간첩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
는 잠재적 불만자 찾아내기
다섯째, 정보조직 관리구조상의 취약점 찾아내기
여섯째, 타국 정보기구의 구조와 조직문화에 나타난 취약점 활용하기
이러한 이론적 접근방식에 따르면 독재적 모델이나 후견인적 모델의 정
보기관들이 그렇지 않은 형태의 기관들보다 더 많은 불만 직원들을 배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국의 정보기관을 분석할 때 방첩관들은 누가
자국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목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으며, 반대로 타국의 정보기관에 침투할 때는 이중간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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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될 수 있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직행태론을
잘 활용하면, 방첩관들은 적대국의 정보기관에 만연해 있는 지배적인 조
직문화를 밝혀냄으로써 그 정보기구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33)
높음(High)

창조적 개인주의

순응
(Conformity)

(Creative
Individualism)

사회화
(Socialization)

고립 또는 왕따

반역

(Isolation)

(Isolation)

낮음(Low)

개성화
(Individaulization)

높음(High)

<그림 1-1> 개성화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Miron Varouhakis(2011)의 재인용

o. 사회화가 최소이고 개성화도 최소일 때 = 고립(Isolation)
o. 사회화가 최대이고 개성화가 최소일 때 = 순응(Conformity)
o. 사회화가 최소이고 개성화가 최대일 때 = 반역(Rebellion)
o. 사회화가 최대이고 개성화도 최대일 때 = 창조적 개인주의
(Creative Individualism)
다음은 1968년에 에드거 샤인(Edgar Schein)이 밝힌 근로자들에게 있
어서 사회화와 개성화의 역할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본질적으로“문화

33) Miron Varouhakis,“An Institution-Level Theoretical Approach for
Counter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24.No.3(Fall 2011), pp.4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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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과 실습은 물론 다양한 관습과 믿음을 망라한 사회의 전통적 행태”
라고 요약될 수 있는 데 학자들은 이런 조직문화가 인간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도시이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의 구성
원은 안정이나 자신의 안전과 이해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조직문화에 의존한다. 어떤 문화에서 안정감을 찾는 개인은
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그 체제가 불안정하게 될 때 변화를 반대하거나
두려워한다. 사람은 자신이 새로운 과정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때 불안해하는 것이다. 반면에 개성화는 어
떤 개인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끄는 생산적인 “역량강화
(Empowerment)”
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기존 조직문화
에 도전함으로써 그 사회체제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조직 내
의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정보기구의 행태나 그 고용 직원들의 행태
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방첩관들에게 매우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
고급
(Higher Order)

창조적 개인주의

순응
(Conformity)

(Creative
Individualism)

자아실현욕구
(Accent on Needs)

고립 또는 왕따

반역

(Isolation)

(Isolation)

저급
(Lower Order) 낮음(Low)

업무의 다양성
(Variety of Tasks)

높음(High)

<그림 1-2> 직무충실도와 직무성취도의 관계: Miron Varouhakis(2011)의 재인용

었다. 외국 정보기구들의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첩관들은“고
립적(Isolation),”또는 ”
반역적(Rebellion)
“으로 분류되는 외국 정보원들

선진 국가방첩이론과 방첩효율성의 제고 ▷▷허태회

79

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원을 집중하여 이중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 마찬가
지로, 국내정보기구의 조직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방첩관들은 고립되
어 있거나 반역 상태로 분류되는 피고용자들을 찾아서 이들이 간첩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전에 미리 잠재적 위험소지를 차단
할 수 있다.34) 이러한 예측력을 통해 이 모델은 방첩관들로 하여금 방첩모
델을 수동적∙사후반응적 방식에서 선제∙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첩관들은 외국 정보기관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직무
생활의 질(QWL) 평가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첩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약
20년 전에 직무충실도와 직무성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커닝햄과 에벌
리에 의해 개발된“직무생활의 질(QWL)”평가모델은 어떤 조직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 높은 직무 만족도, 개인의 자아실
현, 조직에 대한 고용인들의 업무 향상, 조직에 대한 불만의 감소 및 출석
율 제고,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과 상관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QWL 모델은 직무환경으로부터 오는 유리함과 불리함을 다룸으로써
방첩관들로 하여금 국내 정보기구 요원들 중에 누가 업무의 다양성이 없
이 일상적인 판에 박힌 일에 종사하며 자아 실현 욕구에 있어서 저급한 상
태인지 보다 잘 알아내고 분류할 수 있게 해준다.35) 이런 것은 다시 방첩관
들이 누가 스파이활동에 더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아내어 잠재적
간첩행위의 탐지에 유리하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외국 정보기구를 분석하
는 데 있어서도 내부요원 중에 누가 취약하며 누가 잠재적 이중간첩
(Double Agent)의 포섭대상이 될 수 있는 지를 알아내는데 도와준다. 직
무만족이나 직무충실도가 낮은 사람이 아무래도 직무충실도와 직무만족
도가 높은 사람보다 정보기관들의 간첩대상으로 포섭하는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36)
34) Miron Varouhakis(2011), pp.494-533.
35) Miron Varouhakis(2011), pp.494-533.
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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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방첩활동에 조직행태론을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방첩이론을 제
도적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기존의 방첩이론에 조직행
태론을 포함시킨 확장된 모델은 민군 정보기관의 방첩관들로 하여금 그들
의 정보기관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는데 체계적인 방식을 제공
하며 이를 통해 방첩관들은 그들의 정보기관들을 리더쉽의 관리유형, 조
직문화, 직무만족도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로 분류하거나 유형화할 수 있
게 된다. 이런 모델은 또한 방첩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이 간과되었던 외부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기존의 방첩모델은 주
로 개인적 성격이나 취향 그리고 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나 관리자 스타일,
직무만족도와 같은 조직행태적인 면을 간과해 왔다.37) 이러한 제약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방첩관들은 이제 각자의 정보조직 내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실제 리더쉽 스타일과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 인지할 필요
가 있다.
반면 이러한 모델이 갖는 한계로는 거시적/제도적 수준의 방첩모델의
경우 최근 신방첩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에 적용될 때 분석의 한
계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최근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확
장되면서 방첩의 범위가 기존의 대간첩활동 영역을 넘어서 기존의 방첩에
서 다루지 않았던 국제테러나 국제범죄 또는 사이버 테러 및 산업보안까
지 확장되고 있는데, 제도적 수준의 거시방첩모델은 개인적 수준에서 발
생되는 신방첩에 적용할 시 한계가 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적 수
준의 방첩모델은 기존의 미시적 수준 모델을 상호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
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개인수준 방첩모
델에 조직문화 및 관리자 스타일, 직무생활의 질 등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질 때 그 효용성이 배가될 것이다.
3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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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 국가방첩의 개선과제
현재 우리 국가정보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의 지형도를 바탕
으로 국가방첩의 과제를 살펴보면 개념적∙이론적인 것과 법∙제도적인
것이 있다. 그 중에서 제도개선이나 제도 개혁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
는 국가방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인식의 전환이다. 모든 국민
역량을 모으고 결집하여 선진 방첩체제의 구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방첩개념과 한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
감하여 새로운 방첩활동의 방향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결국
우리 국가방첩이 ①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첩개념정의 및 이론적
토대강화를 통한 효율적 방첩방향의 모색 ②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토대
로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한 방첩제도의 정비 및 개선이라는 두 문제를 해
결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38)

1. 새로운 방첩개념과 이론적용을 통해 본 국가방첩의 개선과제
먼저 방첩개념과 관련해서는 방첩을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마다 다르
지만 어만의 정의와 프룬쿤의 개념정의를 적절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학자 허먼의 정의는 방첩의 독립적 기능과 역
할을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써 방첩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의 방첩환경변화를 모두 다 담으려고 너무 포용적으로 확장했
다는 문제가 있으며 반면에 슐스키와 슈미트의 정의는 방첩활동의 대상을
적대세력으로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우방국가를 사이의 경

38) 허태회(2010), pp. 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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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 정보활동을 포함시키기 어렵게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어만
의 정의는 방첩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으며 선제적인 방첩활
동을 함의한다는 의미에서 예방적 방첩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어만의 정의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방첩이란 수집된 정
보 혹은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혹은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방첩의 정책지원기능을 분명하게 제시하
고 있다는 것이다. 방첩의 정책지원 기능이 미국 정부의 방첩전략에서는
핵심 목표로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 학자들의 정의에서는 특별히 강조되지
않고 있는데 방첩을 행정학적으로 접근하려 하였던 어만은 이런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반면에 프룬쿤의 방첩개념은 방첩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방
첩의 유형을 보안 그리고 정보위협 요소에 대한 색출 및 무력화로 구분하
고 방첩활동의 대상에‘정치적 동기의 폭력’
을 추가하는 한편 위협의 주체
를 외국으로 제한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첩개념은 정보위협의 범위
를 다소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외국’
이라
는 조건이 없이‘적대적 세력’
이라는 범위로 국내정보활동의 대상을 확장
시킴으로써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민간 산업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소위
“포괄적 방첩개념”
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실상 세계
화과정과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수준의 안보위협요소들이 초
국가적인 연계망과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안보위협의 대상을 특정국가나
적대적 단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구시대적인 사고이다.
적대적인 국가단체의 위협을 넘어서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특정 일
반인의 테러문제가 심각한 국내안보의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물리
적 공간의 보호이상으로 사이버공간의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첩의 대상을 특정국가 및 단체에만 제한한다거나 정보활동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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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안보와 국제안보로 이분법화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실패의 위험을 초
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위협세력이 등장
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방첩수단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전통적 방
첩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방첩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
을 의미한다.39)
또한 주로 개인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방첩모델에 덧붙여 최
근 제시되고 있는 제도적 수준의 신방첩이론들을 활용하면 정부조직이나
정보기구의 조직행태를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러
한 조직행태론의 이론적 접근방식에 따라 조직의 행태를 구성하는 관리자
스타일과, 조직문화, 직무생활의 질과 같은 요소들이 일반 근로자들의 행
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이용한 새로운 방첩이론을 구성하면 실
제 방첩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단편적인 예로서 정
보기관의 유형이 독재적 모델 또는 후견인적 모델일 경우에 그렇지 않은
형태의 기관들보다 더 많은 불만족 직원들을 배태하게 되며 이중간첩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직행태론을 잘 활용하면, 방첩관
들은 적대국의 정보기관에 만연해 있는 지배적인 조직문화를 밝혀냄으로
써 그 정보기구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조직문
화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조직행태를 분석할 때 어떤 조직 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정보기구의 행태나 그 고용 직원들의 행태를 이해하고 설명
하려는 방첩관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정보기구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첩관들은“고립(Isolation),”또는“반역
(Rebellion)”
으로 분류되는 외국 정보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원을 집중
하여 이중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국내정보기구의 조직문화
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방첩관들은 왕따 되어 있거나 반역적인 상태로 분

39) 전 웅(2009),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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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는 피고용자들을 찾아서 이들이 간첩행위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측력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 모델은 방첩관들로 하여금 수동적이며 사후 반응적인 방첩방식
에서 보다 선제적이며 예방적인 방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40)
약 20년 전에 직무충실도와 직무성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커닝햄과
에벌리는 직무생활의 질(QWL)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직무충실
도가 개인의 발전, 높은 직무 만족도, 개인의 자아실현, 조직에 대한 고용
인들의 업무 향상, 조직에 대한 불만의 감소 및 출석율 제고,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QWL 모델을 활용하여 방첩관들은
국내 정보 요원들 중에 누가 업무의 다양성이 없이 판에 박힌 일상적인 일
에 종사하며 누가 더 스파이활동에 포섭될 위험성이 있는지를 탐지할 수
있다. 또한 정반대로 외국정보기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내부요원 중에
누가 취약하며 누가 잠재적 이중간첩(Double Agent)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를 알아내고 정보활동에 포섭할 수 있는 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방첩활동에 조직행태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방첩이론에 조직행태
론을 포함시킨 새로운 확장된 모델을 구성하면 방첩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보기관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게 해주며 정보기관들을 리더쉽의 관리
유형,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로 유형화하여 다룰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 확장된 제도수준의 모델은 방첩활동에 있
어서 지금까지 많이 간과되었던 외부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
워주기도 한다. 기존의 방첩모델은 주로 개인적 성격이나 취향 그리고 개
인의 재정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조직문화나 관리자 스타일, 그리고 직무만족도와 같은 조직행

40) Miron Varouhakis(2011), pp. 4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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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인 면을 간과해 왔다. 이러한 제약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방첩관들은
이제 각자의 정보조직 내에서 이러한 외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실제 리더
쉽 스타일과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 인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
다.41) 거시적 수준의 방첩모델은 기존의 미시적 수준 모델을 상호 보완하
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의 개
인수준 방첩모델에 조직행태론에서 제기된 조직문화 및 관리자 스타일,
직무생활의 질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활용될 때 효용성이 배가될
것이다.
이처럼 조직행태론을 토대로 발전시킨 새로운 방첩모델이 시사하는 기
본적인 방첩과제를 정리한다면 ①방첩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정보기관의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의 개선 ②정보기획 및 순환과정에서 판에 박힌 일
상적 관행의 탈피 ③정보기관 및 부서 간에 정보공유 및 정보협력의 활성
화기반 구축 ④정보환경의 변화에 맞는 정보관리 및 관리자 체계의 구축
등이다.42) 이것을 보다 방첩실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특
정 정보기관 내 요원 및 부서 간 소통 부족 및 폐쇄적 조직문화로 인한 화
합의 어려움 및 갈등은 없는가? 직원들의 전체 인적 구성에 있어 특정한
형태의 선발인력이나 특정 지역/특정한 성별에 의해 지나치게 폐쇄적 또
는 배타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 직원 간에 상호 배타적 경계
심과 은근한 소외 및 배척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현상
이 심각하지는 않는가? 여기에 고립 및 왕따 상황에 처한 직원들의 적응노
력도 문제인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사전의 적응훈련 및 교육이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이것은 갈수록 전문화되고

41) Ibid.
4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전웅,“초국가안보위협과 정보활동의 방향,”
『2010
한국 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논문자료집』
, 국가정보학회 (서울 프라자호텔, 2010.
09.20)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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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는 우리 사회와 정보환경 변화에 대해 다양한 전문 인력의 충원
이 필요한데 이들의 외부 영입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적응시켜 나갈 것
인지에 대한 조직차원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
다. 여기에 나이가 많은 구세대 직원들이 대체로 현실안주를 선호하며 실
력보다 연공서열과 책임감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하여 이들 보
다 더 진취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의 신세대는 연공서열대신 대신 능력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신구세대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보이지
않는 미묘한 대립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
직원들 간의 공동체의식 고취 및 외부 영입인사들의 적응훈련 강화 ⓑ차
이와 차별을 구분하여 차별은 불허하되, 능력별, 성별 차이는 인정해나가
는 관리체제의 구축 ⓒ민간 대기업의 경영기법과 인력관리방법을 도입한
진취적 인력관리 ⓓ퇴직이후의 다양한 적응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의 활성
화 등등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인사방식
이나 일방적이며 무원칙적인 승진발령은 지양해야할 것이며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인사/승진제도는 선제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
권교체 시마다 정권실세들의 내부인사 관여로 능력이 있는 직원들의 사기
가 저하되거나 정치인에게 줄대기 등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배태하는 문
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디른 관료조직처럼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연주의 및 지역주의에 의한 인사로 인해 직원
들의 무력감이 팽배해지고 자기개발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시
정하기 위한 ⓐ학연 및 지연에 의한 연고주의적 인사에 대한 감시∙감독체
제강화 ⓑ무원칙적인 인사정책 폐지 및 다양한 능력별 인사시스템의 도입
ⓒ사다리 형태의 단계별 결재라인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품의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거의 다 사라졌지만 과거 권력기관으로서
각종 이권사업에 직원들의 개입 및 연루의혹이 제기되어 국가 최고정보기
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

선진 국가방첩이론과 방첩효율성의 제고 ▷▷허태회

87

으므로 ⓐ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철저한 공직자윤리의식 고취 ⓑ주요 핵
심요직에 대한 상호견제 및 감찰 강화 ⓒ내부 감찰∙감사가 엄격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감찰감사의 독립성 확보 ⓓ강력하고 실질적인 감찰∙감사
제도의 확립 등도 중요한 개선과제가 될 수 있겠다.
2.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방첩의 제도적/법적 개선과제
최근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국내정보의 위기
(Crisis in Domestic Intelligence)”
를 야기하고 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
보다 불특정 테러리스트에 의한 내부공격의 위험이 어느 때 보다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은 이러한 차원에서 국토안보부
를 설치하고 애국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국내정보 강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위협과 함께 외
국의 정보위협 등 국내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정
보활동의 축소보다는 확장이 더 요구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43)
문제는 이처럼 국내안보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정보가 필요해지
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비국가행위자의 정보활동에 대한
규제나 감시제도가 미비하여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적절한 정보활동이
나 효과적인 방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자칫 우리의 안
보 및 국가방첩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44) 이제 해외정보 수집

43) 허태회(2010), pp. 77-110.
44) 최근 FBI와 CIA로 나누어 국내외 정보를 분담하고 있는 미국마저 일각에서는 독립된
국내안보 담당 정보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FBI가 국내분야를 담
당하고 있지만 FBI의 범죄 및 마약부문에 치중된 기능이 국내안보에 치명적인 대테러
및 확산문제, 방첩문제를 다루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Richard Posner, Uncertain Shield: The U.S. Intelligence System in the Throes of
Reform,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6). pp.87-139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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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보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방첩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선제적이
며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미 앞에서 방첩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첩개념과 방첩기능
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가공스러운 현대무기의
파괴력으로 인하여 하나의 잘못된 정보실패도 9∙11과 같은 국가적 재앙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방첩에서 벗
어나 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형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45) 세계적 안보위
협요소의 확대와 국내안보의 취약성 증대로 인해 방첩활동 영역 및 대상
이 더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어야 할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국
내정보활동을 과거처럼 정치사찰의 일환으로 폄훼해 버리거나 정보활동
에 필요한 합리적 감시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방첩역량이 약화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의 각종사건 사고들이 국경을 가
로질러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방첩
역량강화 개선책 마련에는 나서지 않고 정보위기를 간과하여 우리의 방첩
활동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온 국민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이다.
사실 우리의 국가정보활동도 1989년 방첩업무 태동기에는 대한민국 내
방첩요소는 미∙일 등 주요국과 일부 공산권 수교국 공관에 불과했고 이들
에 대한 정보목표도 對北 등 안보문제 위주였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올해
2013년 우리 국내 방첩요소는 외교공관∙대표부∙영사관∙언론사∙NGO∙
기업체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各國 정보활동의 주체도 외교관
등 백색요원은 물론 다양하게 위장한 흑색요원 위주로 변모하는 등 우리
방첩환경도 급변하였다. 또한, 정보목표도 외교∙안보에서 경제∙통상∙과
학기술∙에너지 등 사실상 사회 全분야로 확대되는 등 국익을 위협하는 외

45) 허태회(2014), pp. 2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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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對韓 정보활동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상황에 따라,‘방첩=대북’
이라는 인식이 확
고하여 사실상 외국인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전무하고 형
법∙국가보안법 등 각종 법령도‘적’
을 위한 정보활동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제도적으로 냉전적 유산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
다.46)
이러한 가운데 2012년 5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국가방첩업무규정」
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
의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규정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하여“기존의 법령 및 제도적 대응체계 미흡과 외국으로의 잦은 국가기밀
유출사고, 국가위상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들의 對한국 정보활동 강화”
를
적시하면서 방첩개념의 명확한 규정을 포함한 몇 개의 실질적인 업무지침
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것은 방첩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첩업무기반을
명확하게 한 최소한의 입법조치이다.47) 사실 그동안 국내기밀사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순한 정보활동에 대하여 외국인 신고∙제보제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외국어 습득이나 또는 친분과시 등의 목적으로 자
발적으로 협조하는 공직자 등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첩 개념도 안
보개념과 마찬가지로 포괄방첩(Comprehensive Counterintelligence)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변화된 방첩업무에 관한
규정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는 구
속력이 있지만 법률과 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일반 국민에
게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48)
46)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문경환∙이창무,“국정원 국내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및 활동방향연구,”
『국가정보연구』
, 제 2권 2호, (2009)를 참조할 것.
47) 허태회(2014), pp. 228-234.
4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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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방첩 관련 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북
한 이외의 다른 국가로부터의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국
가보안법과 형법이 반국가단체, 적국으로 국가안보의 상대를 한정하여 현
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부터의 국가안보 위협
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안보상 중대한 허점이 존재한다.49) 둘
째, 방첩업무 규정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정보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 간첩활동의 대상과 행위유형을‘국가기밀’
의‘탐지∙수집 및 누설’
에 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안이 필요한 주요
기밀사항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지켜야 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출될 소지가 있다.50) 셋째, 간첩행위에 대한 재규정 및 법∙제도적 장치
의 마련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국가안보체계 재정립을 위해 간첩, 산업스
파이 등의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한 용어 통일이 필요한 것이다. 무
엇보다 대북에만 한정된 안보가 아니라 북한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으로부
터의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형법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51)
또한 원활한 방첩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對스파이 활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對스파이활동”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행 실
정법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상 간첩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적국을 위하여”
라는 규정은 탈냉전 이후 명확한 적
이 없이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한 경제
안보 및 환경보건안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안보상황에서 잠재적 위협의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점이 있다.52) 이런 점에서
49) 송은희,“비국가 행위자의 출현과 국가방첩의 방향,”
『국가정보연구』
, 제 5권 1호,
(2012). pp. 88-125.
50) 송은희(2012), 위의 글.
51) 이와 관련하여 신의기,“국제환경의 변화와 간첩죄 규정 정비방안,”국가안보전략연구
소,『국제문제연구』제10권 4호, 2010) 참조.
52) 송은희(2012), pp. 8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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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을 위하여”
라는 규정은“타국을 위하여”
라는 형태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밀의 범위 또한 전형적인“국가기밀”
은 물론 국가안위나 존
립에 위해가 될 수 있는“정보”나“첩보”
의 수준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
겠다.53)
더구나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첨단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술력
자체가 국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경쟁세계에서“산업기술
의 유출 방지 및 보호법에 관한 법률”
이 2006년 마련되긴 하였지만 이에
관한 법률도 더 강화하여 미국과 같은“경제 간첩법”수준의 입법이 필요
한 실정이라고 하겠다.54)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파이규제 및 처벌에 관한
“간첩죄의 구성”
과 관련하여“적국을 위하여”
라는 주관적 요건을 더 이상
두고 있지 않으며 적이든 우방이든“타국”
을 위한 의사가 있다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기밀에 대한 실체도“국가기밀”
이라는 제한된
범위에 한정시키지 않고 국가안위나 존립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실질
적인“첩보 및 정보”
로 확대하는 추세이며 간첩행위의 양태 또한“탐지∙
수집과 누설”
로 제한됨이 없이“외국인이나 대리인과의 직∙간접 연락 및
금지된 장소에의 접근, 불법적인 전달, 교신, 파괴행위, 허위정보제공, 정
보내통”까지 다양하게 포함시키고 있다.55)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며 명확
한 방첩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상세적이며 명확한
법적 규정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3) 김호정,“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 규제법 정비방안”
『국가정보연구』2009년 제 2권 2호, 국가정보학회, pp.127-141.
54) 김호정, 앞의 글, pp.130-144.
55) 김호정, 앞의 글, pp.1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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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효율적 방첩활동의 어려움과 방첩역량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방첩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효율적 방첩을
위한 선진 방첩 이론과 제도적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보
았듯이 최근 정보환경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보위협요소의 다양화,
정보활동 대상의 다양화, 국외∙국내정보의 초국가적 연계성, 국내정보의
위기심화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환경의 현실에 비해 기존 방첩개념
과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시대에 맞지 않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효
율적인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정보기관의 역할이나 방첩
활동의 영역을 기존의 전통적 범위로 제한시키는 것이 매우 시대착오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화 및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안보위협
요소들이 초국가적으로 연계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방첩
활동의 대상을 특정 국가나 적대적 세력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은 매우 근
시안적일 수 있다. 즉, 경제안보, 환경안보, 보건안보까지 포괄적으로 확
장해 나가야할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적대적인 국가나 적대적인 세력”
으
로 방첩대상과 보안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첩활동에 장
애가 된다.
따라서 작금의 방첩개념이나 방첩이론의 방향을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
에서 탈피하여 시대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적 강화를 토
대로 보다 유연하고 새롭게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안보위협요소가
확대되고 방첩활동영역 및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원활한 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 규제나 감시를 마련하지 않아 제도적 미
비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대내안보위협에 대한 심각한 방첩활동
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먼저 국가방첩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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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론적 방향을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념적/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선진 방첩의
방향을 설정하여 방첩업무 기반확충에 필요한 타당성과 준거 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대내안보위기의 대응필요성과 정보활동영역을 증
대시킬 필요성으로 정보활동업무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사회
에 민감한 문제들 즉, 국민기본권 침해의 소지 및 정보기관의 정치화 가능
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정보활동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첩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들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
인 방첩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방첩개념과 이론적 체계들
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첩활동의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 이 연구가 앞으로 새로운 방첩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개념
적/이론적 토대의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방첩업무의 기반확대에 기여하길
바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방첩제도
의 개선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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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Theories and Efficiency
Tae hoi Huh (Sun Moon University)

As global trends lik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ring
forth the new realm of global security, the elements of
security threat have become diverse and increasing. Owing 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 changing world employment
market and the diffusion of informatization, new threats to
global security have interconnected by a variety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nt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unreal to limit its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groups. If it is to
limit its CI target to a few traditional threats, it could cause a
national catastrophe as well as a 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We are in a dire situation to catch up with and better prepare
for emerging new security challenges. Korea needs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security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theories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for the improvement of
our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s a result of applying a few OB theories to CI area and
exploring into heuristic values, this study suggests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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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by utilizing OB
Studies. Secondly, in order to meet newly-emerging
intelligence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operation of the positive CI concept.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 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Of course, these tasks can not be realized over such a short
period, but provided such demanding security challenges we
face, our priority should be given on upgrading the level of CI
activities and enhancing the CI efficiency by utilizing
advanced CI theories like OB theories popular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Key Words

Changing Intelligence Environment, Counterintelligence Capacity,
Intelligence Reform, Counterintelligence Efficiency, Na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Community, Advanced Intelligence
Infra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