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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정보환경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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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태 회(선문대학교)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세기 들어 세계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인종 간의 분쟁과 종교적 급진주의 및 테러
리즘의 확산은 미국의 패권 쇠퇴와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탈냉전이후 세계안보환경은 전통적 군사안보위협으로부터 국제테러, 환경
오염은 물론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제침체와 주변부의 인권 및 빈곤, 에너지/식량위기
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각국의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세계화의 심화와 정보화의 확산에 기인하여 국가
안보개념이 이제 전통적 군사안보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 자원, 환경, 사이버안보 등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원주의와 민주화로 인해 대내외 정보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포괄적 안보분야 모두를 감당하기보다는 변화
된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최대 안보위협은 무엇인 지 그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안보위협
의 실체를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방첩방향과 개혁의 좌표를
모색하고 국가방첩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으
로 본 연구는 21 세기 세계질서 재편에 따른 대외 안보 및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보기관의 당면한 국가방첩목표와 방향을 설정, 제도적/법적 차원에서의 국가정
보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려 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연구 성과의 신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먼저 “국제
정치 거시이론의 분석”을 통하여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변
수”들을 살펴보려 한다. 이어서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의 어떤 안보 지형도를 투사할 것이며 어떤 도전과제들을 제기할 것인지를
미국 NIC(정보공동체)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려 한다. 나아가 해외 주요 정보기관들
의 정보개혁동향과 개혁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정보기관의 제도적/법적 개선방향을 모
색하려 하는바 이 보고서의 순서는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위협 우
선순위,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선적 “정보활동 영역”의 선별, 주변 4강의
방첩활동 체계와 개혁동향 분석, 제도적/법적 차원에서의 우리 정보기관의 국가방첩활
동 효율화 방안 등으로 전개해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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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1세기 세계안보 및 정보 환경의 변화
1. 세계질서의 변화와 국제정치 거시이론의 설명
그 동안 국제정치학에서는 다양한 거시이론과 분석모델들이 각각의 이론적 관점과 핵
심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질서의 흐름과 변화를 진단, 분석해왔다. 특히, 국제체제
이론의 거시적 시각에서 세계주류질서와 비주류질서간의 상호작용 및 변화를 전망하는
이론들로서 장주기순환론, 세력전이론, 패권안정론, 세계경제체제론,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 등이 있는 바 이들 거시이론들은 현 세계질서와 관련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변화의
동인을 분석한 뒤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계질서의 변화와 강대국들 간 역학관
계에 대한 예측적인 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패권지향적이며 미국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패권안정이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은 “세계질서와 규범이 패권국가가 강력한 힘을 소유할
때 유지가 가능하나, 국가들마다 국력 성장차이에 따른 체제 내의 불안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 간 힘이 재분배되어 새로운 도전국가가 나타날 때는 모든 세계질서와 규범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이들 간 패권 쟁탈이 발생되어 새로운 세계질서와 규범이 창출된다
“고 본다. 이 이론은 현실주의 이론적 입장에서 힘의 집중도에 큰 비중을 부여하여 헤게
모니 국가(hegemon)라 불리는 1개 지도국에 대한 힘의 집중도 변수를 중시하고, 특히
同국가의 권력이 어느 정도일 때 헤게모니 체제의 형성과 붕괴가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역학적 모델의 구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여기에 장주기순환론(Long-Cycle Theory)은 ”국제정치체제는 세계질서를 산출하여
공급하는 패권국가와 이를 소비하는 수요국가들 간의 상호거래가 이루어지는 교환구조
로 구성되며 세계질서의 변화는 패권국가 리더십 변화주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여 세계체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체제로 재편하면서 세계 지도력의 순환
이 한 주기를 맺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군사 및 경제력 차원에서 힘의 집중도 정도에
따른 체제지도력 변화의 역학적 발생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1) 또
한 전형적인 현실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힘의 전이이론은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질서는 현재의 질서를 만든 지배국가와 이
를 지지하며 만족스러워하는 국가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는 다른 강대국과 세력들이 상
호 대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세계질서는 지배국가 세력 對 도전국가세력으로 양분되어
지배국가 세력의 힘이 더 강할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나, 이들 간에 성장불균형과 힘의
배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도전국가의 힘이 빠르게 지배국가와 비슷한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경우 양자 간 세계전쟁이 발생하거나 세계질서의 변화가 촉발된다“는 주
1) 예를 들어 이 분석에 따르면 힘의 집중도에 따른 전쟁 발발 여부, 부의 집중도에 따른 체제 경제안정
또는 붕괴 현상 등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는 데, 즉 힘의 지표가 기준 범위 내에서 체제의 구조역학 변
동 관련 임계치 (threshold ․criticality)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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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이는 산업화를 통한 국가 간의 상대적 성장이라는 동력으로 인해 세계체제의 변
화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특히 기존의 권력분포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도전으로
인하여 전쟁 등 체제의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진단한다.2)
반면 제3세계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가장 급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세계경제체제
론(World-Economy System Theory)”은 위의 거시 이론들과는 달리 “자본주의 세계경
제체제”를 하나의 단위체로 보고 이를 경제교환과 전문화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국제
분업구조, 즉 중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 중간주변부(Semi-periphery)로 구성
되어 팽창과 수축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계경제론에 따르면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제국주의의 발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세계경제체제는 한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동구권과 러시아, 중국 등의 새로
운 영역을 통합하여 전 세계를 자본주의로 재편해나가는 세계화 통합과정의 단계라고
주장한다. 특히 1990년대 냉전종식이후 구동구권의 자본주의 경제 편입과 통합을 70년
대에 미리 예측하기도한 이 거시이론은 “선진 중심국가들의 주변부에 대한 착취와 지배
로 인한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여 점차 국제자본과 노동자 간의 대립과 갈등양상이 전개,
현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급진주의의 시각
에서 구조 내의 요소들 사이에 균형관계가 붕괴되면서 체제안정도도 약화될 것임을 전
망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중심부경제의 착취와 횡포에 대한 반발로 제
3세계 및 제 4세계의 출현과 급진적 비 주류질서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시각에서 나온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은 국제화, 세방화
(glocalization), 정보화, 자유화, 서구화, 탈영토화 등 새로운 세계질서의 추세와 더불어
등장한 이론으로서 이런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의 논리 속에서 사회 각 부문의 네트워크를 관리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
는 이론이다. 전통적인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상황의 대안으로 국제기구, 레짐, 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리시스템을 강조하고, 국제체제 차원에서
도 국가 행위자외에 새로운 대안의 행위자들인 레짐이나 지역기구 등의 역할과 상호 작
용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이론이 아닌 경험적인 계량모델로서 세계질서의 미래를 전망하거나 예측
하는 주요 모델들이 INS (Inter-Nation Simulation),3) SIPER (Simulated International
Processer),4) 성장의 한계 (The Limits of Growth) 모델,5) GLOBUS (Generating
2) 다른 현실주의 이론들과는 달리 이 이론이 갖는 동적 메커니즘의 장점을 활용, 국가 간의 권력집중도
정도에 따른 체제변화추구, 도전국가 (revisionist states)들의 발흥 여부를 변수화하여 모델링, 시뮬레
이션을 한다면 가장 다이나믹한 전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1950년대 말 미국 RAND연구소에서 실시된 게임형태의 전략시뮬레이션으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시도
했던 최초의 모형이며 주로 인적구성원판단에 의거, 정책결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동
맹이나 무역, 원조, 적대행위, 국제기구 등의 정책결정을 할 경우 자국에 주어진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
며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의사결정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4) 同모델은 INS와 달리 유사행위를 컴퓨터코드로 변환시킨 최초의 전형적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특히
Cyert, March 등 1960년대 이후 사회과학영역에 유행된 시스템 접근법의 영향을 받아 국제체제를 하
나의 단위체로 보고 그 작동원리를 재구현하였다.
5) 로마클럽이 후원하여 MIT를 중심으로 기획, 주로 세계경제문제의 진단과 예측을 위해 시도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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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Options By Using Simulation)6) 등이 있는바 이러한 거시분석모델들과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 세계질서변화의 핵심변수는 “ 미국의 패권유지
와 세계관리 역량, 강대국들 간의 힘의 균형과 동맹관계 변화, 세계화에 따른 시장
경제체제의 심화와 불평등 파급문제, 세계화-정보화로 인한 시민의식 촉진과 저항의
식의 확산 등이라고 하겠다.
현재 세계질서의 특징은 테러리즘과 반미주의의 세계적 확산이 보여주듯이 미국주도
의 세계질서에 대한 비주류의 저항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으로는 미국
주도의「군사적 단극체제」,경제적으로는 지역권별 경쟁이 심화되는「경쟁적 다극체
제」, 정치외교적으로는 유럽연합 및 아시아의 부상과 중동지역의 반발이 심화되는
「불안한 다극체제」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향후 최
소한 10~20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팍스-아메리카나의 유지가 예상되나,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패권관리역량은 위의 변수들로 인해 점차 쇠퇴할 것으로 전
망되며 여기에 일본은 당분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 미국주도의 질서유지에 동참
할 것이지만, EU와 중국, 인도 등은 국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보다 독자적인 성향을 추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또한 기존의 친-서방노선에서 탈피, 보다 중립적이며 자
율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지역권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세계화에 따른 부의 편중으로 인해 반세계화 움직임과 반미주의, 이
슬람주의가 가속화되어 미국주도의 주류질서에 대한 비주류세력들의 저항의식이 확산
되면서 비대칭위협 및 국제테러가 만연되고 이해관계에 따른 강대국들의 동맹관계변화
와 경제적 부침에 의해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을 밑그림으로 하고 향후 한국의 안보 및 정보환
경변화와 주요 안보위협들을 도출하기위해 미국 NIC의 보고서가 그리는 “미래 세계안
보환경의 지정학적 지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7)
2. 세계 안보환경의 지정학적 지형도와 세계적 안보위협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세계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장 주요한 핵심변
수들은
미국의 패권유지와 세계관리 역량,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과 동맹관계 변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자원․인구․식량․환경․에너지 등 수많은 변수들을 투입한 뒤에 지구의 미래를 진단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의 결과보고서인「성장의 한계」는 이후 전 세계적인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등의 문
제에 경종을 울렸고, 지구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6) 국가를 기반으로 정치적 요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계모델로서 덴버大 Barry Hughes와 같은 전문가들
이 작업을 진행, 약 4만개의 변수와 패러미터를 동원하여 세계질서의 미래를 진단하였다.「성장의 한
계」가 갑작스런 재앙발생을 예견했던 것과 달리 상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미래질서의 도래를 예측
하였으며, 이로서 정치적 요소와 국가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변수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간 공
동노력을 통해 재앙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였다
7) 이 보고서는 UN 밀레니움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Ted Gordon, RAND 연구소 미래 인간상황 분야 책임
자 Jim Dewar, Shell International 시나리오 프로젝트 책임자 Ged Davis 등이 주축이 되어 수행한
“NIC 2020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25명의 각계 전문가들과 미래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
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21세기 세계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방첩활동의 방향 ▪ 허태회 ∘ 9

화, 세계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심화와 불평등 파급문제, 세계화-정보화로 인한 시
민의식촉진과 저항의식의 확산 등이다. 그러면 먼저 미국의 패권과 강대국들의 부상이
세계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0-15년 후의 새로운 세계 안보지형도의 변화
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1949년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동
맹체제가 형성된 이래로 국제체제의 성격과 형태가 지금처럼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
어 본 적은 없다. 물론 냉전의 종식이 이러한 분산된 상황을 촉발시키긴 하였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의 파장과 충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신흥 강대국의
출현, 유라시아 대륙의 위축, 용광로처럼 여전히 끓고 있는 중동, 유럽과 미국의 분열
등이 최근 세계정치 전면에 부각된 핵심적인 사건들이지만 세계화현상 자체가 워낙 근
본적이며 심층적인 변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과정에서 비롯된 변화 자체가
2020년까지의 미래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신
흥강대국의 출현, 세계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 테러리즘을 포함한 불안감의
만연 등이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이다.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전망할 때
강대국 간의 분쟁가능성은 더 적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적 번영의 전망도 더 좋아지겠
지만 전체적으로 다가올 미래의 세계는 다음과 같은 안보과제들로 인해 매우 힘든 도
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의 패권쇠퇴와 신흥 강대국의 부상
향후 미래의 세계가 직면할 도전과제들 중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타
군소 국가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초강대국 미국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미래 세계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9세기
통일독일의 출현과 20세기 초 강력한 미국의 등장이 그러하였듯이 이제 21세기 초 다
른 신흥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이와 유사한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미치면서 세계 지정학적 지각변동의 사건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1900년대를
“미국의 시대”라고 불렀다면 이제 “21세기”는 “중국과 인도가 이끌어 나가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고도성장, 군사력의 증강, 엄청난 인구만으로도 이 두 거
대 국가는 가장 빨리 정치적, 경제적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예측으로는 중국은 2020년경이면 미국을 제외한 어떤 서방국가들의 GNP 보다도 높아
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며 인도 또한 서방 유럽 국가들의 GNP에 거의 근
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미국 인구청에 따르면 2020년 쯤 중국의 공식인구는 14억, 인도는 13억이 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는 데 국민 개인 소득으로 나타나는 생활수준 자체는 서방 국가들에
게 못 미치겠지만 이미 전체 경제의 규모는 경제대국이 될 만큼 충분한 규모가 될 것
이다. 이 들 국가내부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또는 세계화 과정
에서의 돌연한 역작용으로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이들 국가들이 신흥 강대
국으로 등장하는 것은 거의 명약관화하다. 중국과 인도가 그들의 강력해진 힘을 어떻
게 사용할 것이며 국제체제내의 다른 강대국들과 과연 협력할 것인 지 경쟁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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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그 외에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전체 경제규모로서는 서방국가들의 수준
에 거의 근접하면서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시장규모
나 단일화폐 및 단일 무역권 같은 변수만 보더라도 확대된 “단일 유럽연합”은 국제무
대에서 충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힘은 아시아의 신
흥 강대국에 맞서 전 세계적 거버넌스(관리)의 모델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고령화 및 노동력의 감소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그 들의 노동력을 산업재편에 따라 재적응시키고 사회 복지제도 및 교육제도
를 개혁하며 이슬람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이주민들을 잘 포용하여 적응시키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어야 할 것이다.
일본 또한 장기적인 침체 끝에 바야흐로 경제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유사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아직도 확신을 못하
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일본이 떠오르는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으로 나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협력에 동참할 것인 지 조만간 선택의 기로에 서겠지만,
향후 15년 내에 북한위기가 그 정점에 도달하여 여하한의 큰 변동이 이 지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한반도 통일문제와 대만해협의 긴장문제를 놓고 이 지역 국
가 간에 전개되는 첨예한 이해관계와 관심이 이 지역 안정을 이루는 데 가장 복잡한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 또한 주요 석유 및 가스 수출국가로서의 위상 때
문에 다른 강대국과의 국제적인 역할을 떠맡을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심
각한 저 출산 문제와 열악한 의료보험제도, 폭발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AIDs 상황들로
인해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남쪽으로 코카사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러시아는 이 들로부터 오는 골치 아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발생, 만성적인 내부분쟁의 위험과 파장을 계속해서 겪어야 될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러시아로 하여금 중요한 세계적 역할을 하는 데 그
영향력을 제약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군사강대국으로서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가 되든가 또는 신흥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주요한 파트너(조력자)로서의 역
할을 맡던 가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강대국들의 부침과 신흥국가들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2020년경의 미래 세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중국과 인도의 세계무대 등장은 과거의 동양과 서양, 부국과
빈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같은 분류개념을 낡은 개념으로 만들 것이며 국제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던 전통적인 지리적 개념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질 것이다. 무역과 금
융, 인터넷으로 연결된 새로운 “대도시 망의 얽힌 세계”가 기존의 국가기반 체계의 영
역을 넘어 더욱 경쟁적이며 급속한 변화의 세계로 나가게 할 것이다.
□ 세계화의 심화: 파장과 충격, 부작용
2020년 무렵의 미래세계를 주도하는 몇 가지 트렌드가 있겠지만 거의 모든 영역에
서 발생하며 다른 트렌드를 주도할 가장 큰 메가 트렌드는 “사람은 물론, 재화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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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광범위하게 하나로 상호 연결되어 확장시켜나가
는 세계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물론 세계화의 주체인 국가나 많은 비 국가 행위자들
이-예를 들면 민간기업과 NGO- 자신들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활동
영역을 추구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지
는 아무도 알 수 없다. 19세기나 20세기처럼 갑자기 세계전쟁이 발발하거나 세계 대공
황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급속하게 진행되던 세계화 과정이 지체되거나 혹은 그냥 정
지할 지도 모른다. 다만 최근에 들어 IT 기술혁명에 의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세계
화의 과정이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심층적이며 광범위하기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멈출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계화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미치
더라도 그 세계화로 인한 혜택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질 않고 특정지역에 더 편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신흥 강대국들은 세계무대 위에서의 자신의 강력한 위상을 확
인하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세계 시장이 제공하는 가장 유리한 기회와 이익을 향유하려
할 것이다. 반면에 제 1세계에 속하는 기존의 서방 선진국들은 여전히 기득권세력으로
서 강대국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자신들과 신흥강대국 간의 간격이 점 점 줄어드는 것
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심 초조해할 지 모른다.
미국 또한 2020년 경 모든 국력지수의 차원에서 여전히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
상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신흥강대국들의 급속한 추격속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침식당하거나 손상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불안해할지 모른다. 여기에 뒤
처진 개발도상국들 대부분도 중국과 인도의 세계 시장점유율에 압박을 느껴 시기하거
나 분노할지 모르며 주로 제 3 세계 국가이겠지만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좌절된 불
만의 폭발과 저항의식의 발로로 인해 도처에 급진적인 단체나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이
발호하게 될 것이다.
□ 세계적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향후 당분간도 민족국가들이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단위가 되겠지만 경
제적으로 세계화의 확산과 IT 기술 확산으로 인해 각 국가들은 훨씬 더 통치에 어려움
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공통 이해와 관심을 가진 온 라인상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상호 연결되어 압력을 가함으로써 각 국의 정부들이 통치하는 데 간섭하고
개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 공간의 폭발적인 확충은 전 세계적인
그룹 활동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인터넷이 이제 국제문제에 대한 견실한 하
나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정
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서 이러한 새로운 종교정치가 세계 거버넌스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급속한 인구이동을 겪는 세계화의 과정 중에서 ”종교적 정
체성“은 사회적 안정망과 공동체의 느낌이 절실한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결속감과 자긍
심을 제공하면서 반사회적 이념에 매료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정치적 이슬람주의(Politial Islam)"는 서로 다른 인종 단체들을 하나로 묶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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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국경을 초월하는 종교적 권력기구들을 창설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전 지구
적 충격과 파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많은 아랍 국가들이 겪고 있는 청소년 급증사태,
어두운 경제전망, 종교교육의 영향, 노조와 비정부단체들의 급격한 이슬람주의화 등,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적 이슬람주의를 향후 세계변혁의 가장 주
요한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중동지역 밖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찾아 서방국가로 이주해 온 젊은 모슬림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이며 배타적인 서
구문화로 인해 적응하질 못하고 정치적 이슬람주의에 빠져 급진적인 저항세력으로 변
모될 수 있는 것이다. 1990년대의 심각한 도전들을 잘 극복해온 세계 각 국의 정권들
도 2020년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들로 하여금 훨씬 더 심
각한 도전과 압력을 받게 할 것이며 연약한 신생 민주주의 정권들 또한 생존에 필요한
통치능력과 적응능력이 미흡하여 고전을 겪게 될지 모른다.
또한 2020년경의 미래 세계는 실질적인 물리적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
에 의해 더 만성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시대가 될지 모른다. 비록 세계의 대부분 국가
들이 지금보다는 더욱 부유해지고 번영을 누리겠지만 세계화의 진행이 현재질서
(Status Quo)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몇 몇 신흥국가들이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편입되게 되면 이것은 곧 수백만의 새로운 노동력이 - 잘 교육된 양질
의 저렴한 노동력 - 세계 고용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 데 이러한 새로운 고용시
장의 변화는 기술의 혁신과 발전으로 인해 노동의 이동과 아웃소싱의 증대를 야기하면
서 결국 서방 선진국들의 노동시장과 중산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대규모 아웃소싱의 증가와 서구 노동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내 노동의 반발과 저항, 반 세계화의 움직임 등이 거세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대내적인 압력과 도전이 서방 선진사회로 하여금 배타적인 반 이민정책이나 반 이
슬람주의로 선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겪는 몇 몇 지역에서
는 나약한 정부, 침체된 경제, 종교적 극단주의, 해외로부터의 청소년유입 등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맞물려 심각한 내부분열과 갈등을 촉진시키며 인근지역과 국가에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부갈등 중에 특히 국경을 가로 지르는 인종단체들이 개입
된 경우에는 내부분쟁이 인근지역, 인근국가로 확산되어 지역분쟁화 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인구와 영토는 있되 효과적인 통치능력이 부재한 “실패한 국가
(Failed States),"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실패국가“ 지역들은 ”아프간의
알카에다,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과 같은 사례처럼 테러주의자들이나 국제범죄자들
이 도피하는 데 아주 안성맞춤인 도피처나 은신처가 될 수 있어 테러근절이나 범죄퇴
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테러주의자들이나 범죄자들의 교육훈련장소 및 온
상이 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10여 년간은 강대국 간 전면전의 가능성이 줄겠지만 핵무기의 확산과 핵기술
보급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노력을 좌절시키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핵전쟁의 가능성을 점 점 더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보급 및 확산추세는 그나마 아직까지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있던 중동국가들과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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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가들마저 핵 확산 도미노에 동참하게 만들어 세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
다.
□ 국제 테러리즘의 침투력 증강과 확산추세
지금까지 국제 테러리즘을 촉발시킨 주요 요인들이 향후 10-15년 동안 더 감소될
것이란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통신의 발달과 이슬람 정체성의 부활 등이
과거 종교적으로 정체성이 강하지 않았던 서구 유럽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
하여 중동지역 안팍으로 급진적인 이슬람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의 부활은 태국 남부, 필리핀 민다노, 카시미르, 이라크, 체첸, 팔레스타인과 같
은 “지역 분리/독립 투쟁”에 전념하고 있는 모슬림들 간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의 탄압과 부패, 무능에 의해 이슬람 급진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울라스와 같은 비공식 이슬람 금융기관들과 비공식 자선단체들이 계속 늘
어나면서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점점 증가세에 있는 청년 실업자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이들로 하여금 잠재적인 테러주의자 충원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다.
2020년 쯤이면 알카에다와 유사한 형태의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들이 알카에다 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분리주의자들과 결합하여 심각한 테러 양상을 전
개할 수 있다. 즉각적인 현장연결과 통신, 학습 등으로 인해 이제 IT 기술혁신은 테러
주의자 위협이 더 분산화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면서 몇 몇 개인과 세포로 나뉘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어 더 이상 중앙본부가 한 곳에서 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훈련자료의 구입, 대상 목표의 안내, 무기 사용 노하우 전달, 자금 모집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것이 다 온 라인 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테러주의자들이
더 이상 직접 만나거나 대면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향후 테러양상을 변화시킬 주요한
요인인 것이다. 당분간은 테러 공격자들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주로 사용하겠지만
그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대테러 노력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것이다.
테러주의자들이 비록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나 기술에 있어서 더 창의적인 면을 보여
주지는 못하겠지만 9.11 테러가 보여 주듯이 그 들이 세우는 새로운 테러작전과 전략
에 있어서는 충분히 창의적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생화학무기와 방사능 무기의 구입
에 대한 테러주의자들의 강력한 관심과 욕구는 WMD와 같은 엄청난 대량 테러 공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향후 테러의 위협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걱정은 테러주
의자들이 이처럼 대량 인명살상을 야기할 수 있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의 구입 가능성
이다. 특히 생화학 테러는 약간의 지식이 축적된 작은 규모의 소집단에 의해서도 충분
히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 테러주의자
들은 중요한 정보기간망을 파괴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심지어는 국가기
반시설에 직접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거나 자신들의 목
적을 쉽게 달성할 수가 있게 되었다.
□ 세계질서의 주요 변화와 정책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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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요 핵심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10여년 이후의 세계질서를 가정하거나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이 여전히 국
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며 직
접적인 군사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
이 아닌 새로운 강대국의 급부상과 세계화의 파장으로 인해 미국은 점점 더 세계적으
로 공통된 위험이나 위협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일방적
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국제질서를 유도하는 데도 한계를 겪게 될 것이다. 그중
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날 변화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온 두개
의 지역 즉 유럽과 아시아와의 관계설정일 것이다. 이제 나토 보다는 EU가 유럽문제의
더욱 중요한 대표기관이 될 것이며 세계무대에서도 유럽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행동범위를 정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 아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쩌면 미
국에게 있어 유럽문제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될지 모른다.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해진-중국과 인도와 같은- 이 신흥 강대국들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은 현 세계질서에 대해 자신들의 새로운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전혀 예측 불
가능한 새로운 변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과 아시아와의 관계는 미국
이 규정하고 희망하는 것에 의해서 라기 보다 아시아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가 더욱 밀접해지고 상호 의존이
되면 될 수록 미국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며 더 취약한 상황
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석유정점(Oil Peak)으로 인해 에너지/자원이 급속하게 고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경쟁이 심각해지고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으로 공
급측면의 위험이 증가해짐에 따라 미국의 해외에너지의존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미국경제의 취약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20년까지도 미국의 군사력에 직접 맞설 나라는 없을 것이지만 이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을 마냥 지
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값비
싼 비용의 지불없이는 생각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2020년이면 이란과 북한이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밖에도 다른 국가들이 이런 무기
들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이 이들 또는 이들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행동을 하는 데는 매
우 비싼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은 이제 미국의
노력보다 테러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
을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 향후 대테러 노력은 이제 테러주
의자들이 지리적으로보다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알카에다와 같이 중앙화 된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테러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과 시각에서 접근하고 창
의적으로 분석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테러위협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대테러노력으로 극단주의자들 숫자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도 결코 테러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생화학무기와 같은 치명적
인 무기의 개발기술이 일반인들에게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그 어떤 테러집단과 연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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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더라도 맘대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
다. 새로 개발된 많은 첨단기술로 하여 이제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탐지하는 것이 용
이하게 되긴 하였지만 오히려 공격자보다 방어자들이 대처해야 할 무수한 상황과 변수
들로 인해 공격자의 입장이 훨씬 유리하며 쉽게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이 중심이 된 동맹관계나 연합체제가 국제질서의 축이
되는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계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미국의 독자적
이해관계나 일방적인 수단에 의해 미국 스스로 국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도
전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점 점 더 유럽과 아시아 중동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도전들은 시간이 지날
수록 점 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향후 10-20년간 안에
는 그 어떤 국가도 미국과의 대등한 국력으로 맞설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정치, 기술 그 어떤 영역에서도 당분간 가장 중추적인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위안이라고 하겠다.

III.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 한국의 안보위협 우선순위
1.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주요 안보위협 및 과제
지금까지 세계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몇 개의 핵심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10여년
후의 세계안보환경 및 정보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는 결국
20세기에 일어난 냉전종식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 자체 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패권쇠퇴와 세계화, 정
보화, 민주화 등이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래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변화시키
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이 향후 세계안보환경의 변화 또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환경에 어떤 파장과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한국의 안보과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후 미래의 세계가 직면할 도전과제들 중에서 그 무엇보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중위권 국가들의 방향선택과 동맹관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초강대국 미국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미래 세계질서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동맹국인 미국과
의 관계는 물론 이제 21세기는 “중국과 인도가 이끌어 나가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
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과 정보가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 신흥 강대국은 이제 단순히 엄청난 인구차원에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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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 두
거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는 또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갈지에 대해 심각한 분석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특히 이 신흥강대국
인 중국과 인도가 그들의 강력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국제체제내의 다른 강
대국들과 과연 어떻게 관계해나갈 것인지--협력해 나갈 것인 지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중요해질 것이며 여기에 새로운 시장과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도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와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규모나 단일화폐 및 무역을 고려하더라도 확대
된 “단일 유럽연합”은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
적인 침체 끝에 바야흐로 경제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일본 또한 지역 내에서 나름
대로의 역할을 추구하려 할 것이고 러시아 또한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감소되긴 하였지
만 기존의 강대국인 미국 및 유럽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이 전체적인 국제체제의 구도변화
와 파장에 대해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0.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현과 그 파장 → 변화된 국제질서안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과 한계 → 신흥강대국들과의 관계설정 및 역학관계의 변화 파악
그러면 향후 10여년 후의 세계안보 및 정보환경변화에 기인한 세계적 수준의 안보위
협 요소가 우리 안보 및 정보환경에 어떤 파장과 의미를 갖으며 우리 국가수준에서 어
떤 안보위협으로 나타날 것인 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향후 미국의 패
권쇠퇴와 중국이 급부상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파장은 우리에게 변화된 국제질서
안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 것이며 아울러 이들 신흥강대
국들과의 관계설정 및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한 동향파악을 중요한 과제로 만들 것이
다. 이러한 것은 특히 지역수준에서 볼 때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균형
판도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짐을 의미하는 데 향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간의 주변 4강 관계 변화와 이런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주
변국들의 동맹관계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은 우리 국가안보차원에서 보면 과연 미국이 새로운 세계전략
하에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모
색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과 정보가 필요해짐
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것은 북한핵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이에 의해 촉발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과 동향, 전략상황에 대한 치밀한 정보와 분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나. 세계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와 한국의 도전과제
또한 향후 미래세계를 주도하는 가장 큰 메가트렌드가 세계화의 과정인바 이러한 세
계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는 불투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IT 기술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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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더욱 탄력을 받아 심층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장과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세계화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가에게 형평하질 않고 특정지역, 특정국가에 더 편중될 수 있으며 불평등과 양
극화, 착취와 탄압, 저항과 반발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로 인한
기회의 창출과 위협의 관리가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신흥 강대
국들이 그들의 새로운 위상과 가공할만한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이 제공하는 가장 유리
한 기회와 이익을 향유하려 할 것인데 반해 기존의 서방 선진국들은 기득권세력으로서
강대국 지위를 방어하려 하면서 내심 반발심을 느낄지 모른다. 경제적으로 뒤처진 개
발도상국들 대부분도 중국과 인도의 시장점유율에 큰 압박감을 느끼면서 신흥 강대국
들의 급부상을 시기할지 모르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제 3 세계 많은 국가와 급진단체
들로 하여금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누적된 좌절감과 불만을 인근 국가에게 폭
발시키고 도처에 극단주의적 행동을 표출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결국 IT 기술 확산의 영향으로 인한 민주주의 확산과 정보화
의 확산을 촉진시키면서 민족국가들로 하여금 거버넌스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공통 이해와 관심을 가진 온
라인상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되어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하나의
견제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정치적 이슬
람주의(Politial Islam)"처럼 종교적 정체성 확인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 단체들을 하나
로 묶거나 심지어 국경을 초월하는 종교적 정치권력을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경제침체, 종교교육, 노조의 이슬람주의화 등과 맞물려 정치적 이슬람주의를 향후 세계
변혁의 가장 주요한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0.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전 세계적인 이슬람 급진주의 및 종교
적 극단주의 발호 → 비주류질서의 핵심세력으로서 정치적 이슬람주의 등장 → 국제테
러리즘의 온상 및 지원세력화
그러면 이처럼 10여년 후 세계화의 심화에 기인한 세계적 수준의 안보위협 요소가
우리 안보 및 정보환경에는 어떤 파장과 의미를 갖으며 우리 국가수준에서 어떤 도전
과제로 나타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불평등
의 심화와 양극화가 초국가적으로 이슬람 급진주의 및 종교적 극단주의를 촉진시킨다
는 것은 이들이 이제 비주류질서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하여 정치적 이슬람주의를 곳곳
에 강화시키면서 국제테러리즘의 온상 및 지원세력화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국가차원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이슬람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및 대처방안
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해외교포 및 여행자들의 납치 및 테러 안전문제가 중요
한 과제로 대두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세계화의 진행은 세계 고용시장 변화 및
국내 노동력 부족문제로 해외 이주민들의 국내 이주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데 이러
한 것은 국내 다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거버넌스의 문제와 함께 해외 이주민의 국내 정
착적응문제, 이들 속에 잠입하는 해외 테러분자들의 침투와 색출 문제 등을 수반하면
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거버넌스 및 대 테러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제도 및 법제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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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변화는 또한 한국과 같은 중간 주변부의 위치
에 있는 국가로서는 세계시장에서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으로의 산업재편을 통해 경쟁
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또는 세계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노동문제로 인해
급격한 실업율 증가와 심각한 노사갈등의 내홍을 겪게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섬을 의미
한다. 아울러 작금의 우리 사회가 이미 남남분열과 이념대립으로 인하여 내부의 심각
한 이념과 계층 간 갈등을 겪고 있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여기에 노사문제를 빙자한 파업․태업 등의 만연과 확산은 정치사회적 비용의 증대와 사
회적 혼란으로 또 다른 사회안보의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안보
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해소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과 동향분석이 중요한 국내정보과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와 함께 세계시장
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우리 산업경쟁력 제고와 산업보안기술의 보호, 외국첨
단업체와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국부유출방지를 위한 불법
M&A를 막기 위한 산업보안 활동 등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안보 과제들이라고
하겠다,
다. 민주화 정보화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안보과제
여기에 이제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들로 하여금 훨씬 더 심각한 도전과 압력을 받게 할 것이며 연약한 신생 민주주의
정권들 또한 생존에 필요한 통치능력과 적응능력이 미흡하여 고전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몇 몇 신흥국가들이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편입되게 되면
수백만의 새로운 노동력이 세계 고용시장에 유입됨으로써 결국 서방 선진국들의 노동
시장과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대
규모 아웃소싱의 증가와 국내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 반 세계화의 움직임 등으로 서
방국가들이 내부압력에 의해 배타적인 반 이민정책이나 반 이슬람주의로 나가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나약한 정부, 침체된 경제, 종교적 극단주의, 해외로부터의 청소년유
입 등등이 맞물려 심각한 내부분열과 갈등이 발생되고 인근지역에 정치사회적 불안감
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가로 지르는 인종단체들이 개입된 경우에는 내부분쟁
이 인근지역, 인근국가로 확산되어 지역분쟁화 되면서 인구와 영토는 있되 통치능력이
부재한 “실패한 국가(Failed States),"들이 나타나게 되어 테러주의자들이나 국제범죄
자들이 도피하는 데 안성맞춤인 도피처가 될 수 있다.
0.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및 거버넌스
취약성 증대
세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실업율 증대
내부 정치적 혼란 가중 및 사
회적 불안감 만연
지역분쟁 확산 및 실패국가들의 증대
그러면 이러한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거버넌스의 취약성 증대
와 지역분쟁의 확산을 촉진시킬 때 우리 안보 및 정보환경에는 어떤 파장이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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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적 과제가 제기될 것인가?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제 3
세계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및 거버넌스 취약성을 증대시키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개
발도상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혼란 가중 및 사회적 불안감을 만연시킬 것인바 이에 따
른 지역분쟁 확산 및 실패국가들의 증대는 우리가 중국, 몽고,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
과 같은 주변국들의 상황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
한 국가들의 내부동향 및 변화가능성에 대해 정치, 외교, 경제, 문화차원의 종합적인
정보와 판단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것은 이들 국가의 내부 정세
및 국내 상황이 인근지역 또는 우리사회에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하며 정확한 징후판단과 예측분석이 요구되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
한 외부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파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자체적으로도 민주화와 정
보화의 가속화는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영향력 확대와 국가의 거버넌스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것은 국가방첩과 관련하여 볼 때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및 감시의 강화요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정보기관의 태생적 문제와 함께 맞물려
정보활동의 규제 강화요구로 나타날 수 있고 정보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및 예산집행
투명성 요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적 변화로 인
한 정보기관의 개혁이 필요하긴 한 것이지만 이러한 취약한 상황이 적대국이나 불온한
조직의 심리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정보활동이나 사회안보 차원에서 매
우 유의해야할 사안이라고 하겠다.8)
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한국의 안보과제
향후 10여 년간 강대국 간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지만 핵무기의
확산과 핵기술의 보급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노력을 좌절시
키면서 핵무기 사용가능성과 핵전쟁 가능성을 점 점 더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이러
한 대량살상무기의 보급 및 확산추세는 그나마 아직까지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있던
중동국가들과 동북아 국가들마저 핵 확산 도미노에 동참하게 만들어 세계를 더욱 불안
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첨
예한 안보문제로 부각됨을 의미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지역문제 및 세계적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관리역량이 약화되고 물리적 힘의
사용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므로 이러한 WMD 확산에 대한 공동대응문제가 심각한 안
보위협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0. 핵을포함한 WMD 기술의 보급 및 유출 확산

강대국들의 거버넌스 역량약화

8) 지금 한국 안보에 최대위협은 외부요소에 있기보다는 지난 10년간 민족공조론에 입각한 북한의 공작에 말려
우리 내부의 심각한 이념과 계층 간 갈등을 겪고 있어 보이지 않는 정치적 혼란의 가중과 사회적 손실이 심
각함. 특히, 이념갈등과 노사문제가 상호 연결되고 이러한 것이 노사갈등을 빙자한 파업․태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여기에 해외 의 종교적 급진단체까지 개입한다면 사태는 매우 심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정보수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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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핵무기의 확산
동대응문제

WMD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핵확산에 대한 세계적 공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
리에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확보문제와 함께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
가들과 공조하여 북한핵개발을 여하히 포기시켜야 하는 어려운 외교숙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94년 발생한 1차 북한 핵위기에 이어 2002년 발생한 2차 북한 핵위기
에 이르기 까지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15 년간 다양한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였지만 아직도 해결이 난망한 이 문제는 미국의 새 정부와 근본
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골치 아픈 외교안보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미국의 패권쇠퇴와 거버넌스 약화를 이용하여 북한이 핵보유문제를 특유의 치
고 빠지는 전략전술로 성공시킨다면 우리는 북한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의 확보
문제와 함께 군사적 세력균형 유지문제,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북한핵 공동대응문제
등을 포함한 어려운 안보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 종교적 급진주의와 테러리즘과의 결합이 미치는 파장
위의 상황이 몇 몇 불량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
가차원이 아닌 불특정 일반인에 의한 무작위적 테러문제가 향후 더 심각한 국내안보의
위협요소로 등장할 수도 있다. 그것은 현재 세계적인 통신의 발달과 이슬람 정체성의
부활 등이 서구 유럽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중동지역 전체로 급진적인
이슬람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의 탄압과 부패, 무능에 의해
이슬람 급진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지 청년 실업자들
의 불만과 함께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들과 지역 분리주의자들이 종교적으로 결합될 때
더욱 심각한 테러리즘 양상을 전개할 수 있다. 훈련자료 구입, 대상 목표 안내, 무기
사용 노하우, 자금 모집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것이 다 온 라인 상으로 가능해짐
에 따라 테러주의자들이 더 이상 직접 만나거나 대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테러주의
자들이 비록 무기나 기술개발에 있어서 방어자보다 창의적이지는 못하겠지만 9.11 테
러가 보여 주듯이 그 들이 세우는 테러작전과 전략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창의적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점점 더 생화학무기와 방사능 무기의 구입에 강력한 관심을 보이
고 있어 대량인명살상을 노린 테러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화학 테
러는 약간의 지식이 축적된 작은 규모의 소집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 테러주의자들은 중요한 정부기
간망을 파괴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심지어는 핵심기반시설에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가 있게
되었다.
0. 종교적 급진세력과 지역 분리주의자들의 초국가적 결합 → WMD 기술 확산 및
구입가능성 증대 → 국가 기반시설 및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 세력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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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인명살상 목적 또는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테러공격
이처럼 국가 기반시설 및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위협세력이 등장하게 된
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영역 및 국가방첩의 활동방향이 더욱 확장되고 더욱 다양
한 대상으로 바뀌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방첩대상이 주로 국가업무
와 관련된 공무원과 유관부처의 직원, 테러리스트, 외국첩자 등이었지만 이제는 기업,
NGO, 해외이주민, 일반 민간인, 잠재적 불만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모되어야
하며 핵심 보호시설도 기존의 국방이나 첨단산업분야를 넘어 전력, 가스, 항공, 전산망
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장되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내안보와 국제안보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해외정보와 국내
정보의 분리가 점 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한 실시간 온라인 정보공유와 공간활용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 초국가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서로 알지도 못한 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분석
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생화학 테러는 약간의 지식이 축적된 작은 규모의 소
집단에 의해서도 언제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제기될
것인바 이러한 것은 우리의 방첩영역과 방향설정에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사실상 냉전이후의 안보환경차원에서 본다면 과거 보다 국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사
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약소국에 대한
일방적인 침략전쟁은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전쟁위협은 과거 어
느 때 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이러한 상황은 외부의 위협보다 국제테
러리스트나 불특정의 불만세력들에 의한 내부 공격의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증대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긴 하지만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와 같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 국내안보
의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국내안보의 위험이 심각
해지고 국내외의 각종사건들이 국경을 가로질러 서로 파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내정
보와 국외정보를 분리시키려 하거나 국내정보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시키려하는 무분별
한 시도는 우리의 국내안보는 물론 국가방첩활동과 정보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란 것이다.
바.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 심화와 에너지/자원 고갈문제
지금까지 주요 핵심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10여년 이후의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이 여전히 국제질서를 형성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세력으로 남을 것이며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
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에 직접 맞설 나라는 당분간 없
을 것이지만 이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
해 매우 비싼 댓가의 지불없이는 고려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미국이 아닌 새로운 강
대국의 급부상과 세계화의 파장으로 인해 미국은 점점 더 일방적으로 유리한 국제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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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국제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EU도 이제 유럽문제의 중
요한 대표기관이 되어 세계무대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역할을 규정하고 행동방향을 선
택하려 들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강해진 신흥 강대국들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은 현 세계질서에 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세계시장이 더욱 커지고 통합되면서 각국의
경제가 더욱 상호 의존이 되면 될 수록 미국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상황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며 더 취약한 영향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신흥
개발 국가들이 계속해서 산업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들의 에너지 수요증가가 이미
세계 공급시장의 여력을 한계에 부딪치게 만들고 있는데 이로 인한 달러화의 투기자금
유입/ 자원민족주의 심화 등이 석유가격의 급상승은 물론 더 심각한 에너지확보 경쟁
을 촉발시킬 것이다. 석유정점(Oil Peak)으로 인해 에너지/자원이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심각해지고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급측면의 위험이 증가해짐에 따라 미국의 해외에너지의존에 대한 취약성은 더
욱 커질 것이며 미국경제의 취약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0.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 심화와 취약성 증대 → 국제외환시장의 통합 및 파장 확
산 → 해외 투기자본의 불법 활동증가 → 신흥 경제대국들의 에너지수요 급증 및 석유
자원의 고갈 → 강대국 간 에너지/자원경쟁의 심화와 달러화의 투기자금화 → 고유가
로 인한 에너지 안보문제 및 에너지부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심화
이처럼 세계경제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상호의존성이 심화된다는 것은 국
제무역은 물론 금융에 있어서도 상호 영향으로 인해 이제 외환시장의 동향이나 해외
투기자본의 유입 및 불법적인 M&A 활동방지에 촉각을 기울여야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침체상태에 빠진 세계경제의 회복이 평화와 번영
에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제 활성화와 역동성의 회복이 한편으로는 세계적
인 에너지 경쟁과 자원확보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우리에게도 심각한 에너지안보 과제
를 던져 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7%로서
국가 전체 수입액 규모의 27%이상을 에너지 수입비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
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에너지 고소비구조와 취약한 에너지안보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취약한 해외에너지 의존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상황이나 에너지 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자원부국들의 자원민족주의심
화 및 강대국들의 에너지경쟁 삼화와 맞물려 갑작스러운 에너지 위기가 닥칠 경우 우
리 경제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9) 따라서 이처럼 취약하고 민감한 우
9)

이러한 에너지위기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인 충격을 넘어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즉 통상적인 초계, 감시 활동의 감축과 교육 훈련 축소는 물론 2-3개월 이상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
우에는 우리 군의 전쟁억제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 핵심기반 분야에도“에너
지위기”의 충격은 심각하여 환율 및 수입물가 급등, 주식 폭락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금융부문 전반에 걸
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운수업의 원유수급차질과 수익성악화로 인해 관련 산업인 관광,
호텔, 여행 사업의 연쇄 도산을 초래할 수 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파동 및 화물연대 파업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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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에너지안보상황은 우리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 수급관련 에너지/자원부국의
정세 및 동향파악, 자원외교 강화를 위한 전략정보 수집, 첨단 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호, 에너지 수송안보 관련 정보 수집 등 새로운 정보영역과 첩보활동을 요구하게 되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확보경쟁은 역내 경제들의 경기회복과 활성화로 인해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필요로 할 것인바 이러한 국제에너지 상황은 자칫 역내 국가
간 에너지/자원경쟁의 심화와 이에 따른 외교전 및 영토 영유권 분쟁으로 발전될 소지
도 있어 이러한 상황 및 동향파악도 미래의 중요한 안보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 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요 안보위협의 요소와 이러한
안보위협 요소들이 우리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해방이후 우리의 가장 우방국이었던 미국의 패권쇠퇴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재
편과정은 과거 20세기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가장 중요한 안보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급속한 세계화과정과 민주화, 정보화로 인한 사회환
경의 변화도 기존의 안보위협 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요소들을
노정시킬 것이다. 다만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이 중심이 된 동맹관계나 연합체제
가 국제질서의 축이 되는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계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
욱이 미국의 독자적 이해관계나 일방적인 수단에 의해 미국 스스로 국제문제를 해결한
다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은 점 점 더 유럽과 아시아 중동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도전들
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 점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될 것이다. 당분간 그 어떤 국가도 미
국과의 대등한 국력으로 맞설 국가가 없으므로 미국이 국제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
을 수행할 것이며 그 위상을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이제 미국이 혼자 일방적으로 세계
문제를 관리하고 독자적인 수단에 의해 국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2.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선적 “정보활동 영역”의 선별
가. 정보환경의 변화와 우선적 정보활동 영역
지금까지 세계안보 및 정보환경변화에 기인한 세계적 수준의 안보위협과 이런 세계
적 안보위협 요소가 우리 안보 및 정보환경에 어떤 파장과 의미를 갖으며 우리 국가수
준에서 어떤 안보위협으로 나타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선적 “정보활동 영역”들을 선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사태에 의한 폭동발생으로 전국에 치안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심각한 해외 에너
지의존 상황과 미흡한 대체에너지 개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닥칠 수 있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 생
존이 걸린 절대적인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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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군사안보영역
o.북한 군사위협 및 주변국 침략위협 → o.북한급변사태 + 주변국 병력이동 동향
o.북한의 테러, 정부전복, 요인암살 및 납치 → o.해외 교포 및 여행객 납치/살해 동향
o.가상적국의 영토, 영해, 영공 침입과 전쟁 → o.해외 테러리스트들의 WMD 확산 동향
- 전통적 외교관계 영역
o.주변국 정세 및 내부동향
o.동맹 및 국제관계의 변화

→ o.주변 4 강의 대외관계 변화 및 경제동향
→ o.신흥 강대국들의 동맹 및 역학관계 변화

- 경제 및 산업영역
o.첨단기술의 보호 및 해외 업체의 동향 → o.외환시장의 동향 및 투기자본의 불법 M&A활동
o.국가 핵심기반시설 및 산업보호 → o.다중이용시설 물리적 공격 + 기반시설 사이버 공격
- 에너지/환경 영역
o,에너지/자원 수급동향 및 신재생기술정보 → o.에너지 수송 안보 + 첨단 에너지기술 보호
o.환경오염 및 국민보건과 건강위해 정보 → o,국내발생은 물론 해외전염병과 오염확산대비
- 사회, 문화적 영역
o.급진좌파의 대중봉기 및 사회혼란 → o.해외 급진 이념의 침투 및 사회불안 조장
o.북한의 이념 및 체제홍보 활동
→ o.북한의 대남 심리전 강화 대비
o.단일문화의 약화 및 애국심의 약화 → o.다문화사회 거버넌스 취약성 증대 국가정체성 약화
위의 도표에서 보면 왼쪽의 안보위협이 기존의 안보위협에 대비한 정보활동의 영역
이고 오른쪽 편에 나타난 위협요소들이 주로 21세기 세계안보 및 정보환경변화에 기인
한 “추가적 안보위협”이자 우선적 “정보활동 영역”들이 되겠다.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21세기 정보환경의 특징은 먼저 국가안보위협의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라고 하겠다.
즉 기존의 위협요소보다 훨씬 유형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요소들이
초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복잡한 형태
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과거와 같이 안보위협이 국가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이나 불특정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와 범위가 훨씬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군사분야의 위협이나 위기이상으로 경제, 민생같은 비군
사분야의 중요성도 안보비중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군사와 비군사의 이분
법식 논리로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최근 정보기관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국가위기징후를 사전에 탐지, 위기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기경보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위기의 발생 시 사후복구 및 관
리비용이 사전억제에 드는 비용의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에 조기예방을 통한 사전 위
기관리가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는 것을 깨달은 때문이라 하겠다.10) 위의 내용을 간추
10) 과거에는 위기사태 발생 후 효과적인 위기해결을 위해 사후 위기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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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면 향후 세계 안보/정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정보기관이 가장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할 방첩활동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이에 따른 주변국들의 정세파악 + 북한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한반도 상황변화 대비 + 종교적 급진주의 세력과 국제 테러리
즘의 결합에 따른 초국가적 테러확산과 국내 파장 대응 + 해외 시장 및 외환시장의
동향 파악과 첨단산업보안 대비 + 국민건강 및 생태환경위험 대응 + 국가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 사이버안보 및 심리전 대응문제라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들을 고려할 때 미래 우리 정보기관이 주력해야할
개선방향은 국가위기관리의 첨병이자 파수꾼으로서 조기경보 기관의 역할이라고 하겠
으며 그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측정보 생산과 함께 전략정보, 정
책정보의 생산이 필수적이므로 조직 내에 정책정보실의 기능이나 조기경보관 직제의
신설을 통하여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11)
안보위협의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 + 정보영역확대

정보기관의 위기관리역량(조기경보 기능)강화

전략정보와 정책정보 중요성

국내정보와 첩보공작 중요성

<표 1> 새로운 안보위협의 등장과 주요 정보활동 영역확대
또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국내정보의 위기(Crisis in Domestic Intelligence)”를 야기하고 있는바 비록
안보환경차원에서 본다면 냉전종식이후 과거 보다 국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현저하
게 적어졌지만 대신에 외부의 위협보다 불특정의 테러리스트에 의한 내부공공격의 위

관리는 위기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 조기경보․사전위기관리의 운영이
중요시되고 있슴. 이것은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험이나 파급효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
발생 이전에 사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차단 또는 방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때문
이며, 이것은 또한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비록 작은 위기라 할지라도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상황을 시사해 주는 것임.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급속한 정보화에 이어 첨단
정보수집 및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전에 위기징후를 탐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현대의 위기대응절차는 ① 정보수집 및 분석․판단 ② 위기징후 예측 및 조기
경보 ③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 ④ 위기종결 후 정책평가를 통한 기존 관리체계의 개선 등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서「조기경보」란 국가안보나 국익에 위해가 되는 위협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위
기억제 및 예방을 가능케 해주는 일련의 경계조치로서 현대 위기관리과정의 핵심이라고 하겠음
11) 현 정부들어 NSC 사무처가 기존 행정부처와 업무중복 및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폐지됨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 기획, 계획 훈련 및 집행업무수행 업무는 각 정부부처로 분산 (NSC 사무처의 위기대응업무는
현 청와대 위기정보 상황실이 승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던 비상기획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통합)
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외에 이런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위기관리조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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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9/11을 겪은 미국
은 이러한 차원에서 국토 안보부를 설치하고 애국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국내정
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의 위협이 상
존하더라도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으로 인해 국내안보의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
고 국내정보활동이 절실해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국내
안보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정보가 필요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직
까지 국내정보활동에 대한 규제나 감시가 여전하여 제대로 국내안보위협요소에 대한
적절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아직까지 국가
정보원법개정에 대한 반대나 또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같은 것으로 나타날 때 더
욱 심각한 것으로서 국내외의 각종사건 사고들이 국경을 가로질러 연결되고 상호 영향
을 미치는 민감한 상황 하에서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를 분리시키려 하거나 국내정보기
능을 축소 또는 폐지시키려하는 것은 우리의 방첩활동과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편애한 생각이다.12)
국내안보의 중요성 부각

국내정보(Domestic Intelligence) 기능강화
(인간정보 + 신호정보 + 징후계측정보 = 첩보공작 강화)

정보기관의 중립성/자율성제고

시민자유침해 및 정치사찰 방지

<표 2> 국내정보의 중요성과 정보기관의 중립성 문제

IV. 우리 정보기관의 개혁방향 및 효율화 방안
지금까지 “국제정치 거시이론의 분석”을 통하여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핵심변수”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어떤 안보 지형도를 그려낼 것인지 미국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전망해 보았다.
12)최근 FBI와 CIA로 나누어 국내외 정보를 분담하고 있는 미국마저 일각에서는 독립된 국내안보 담당 정
보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FBI가 국내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FBI의 범죄 및 마
약부문에 치중된 기능이 국내안보에 치명적인 대테러 및 확산문제, 방첩문제를 다루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Uncertain Shield, pp.87-139 를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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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전개될 세계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국
가적 차원에서 어떤 주요 안보위협과 과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 살펴보았다. 미래 한
국이 당면할 주요 안보위협들이 과연 우리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정보활동과 영
역. 그리고 방첩방향을 요구하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세계적 차원의 안보과제로
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현에 따른 강대국 역학관계의 변화 및 그 파장을 이해하고 그
변화된 국제질서 안에서 우리의 동맹관계 및 신흥 강대국들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
제, 세계화의 심화와 불평등에 기인한 이슬람 급진주의 및 종교적 극단주의 대응문제,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통치 및 거버넌스의 취약성 증대문제, 전 사회적 혼란 및 불
안감 만연과 지역분쟁 확산문제, WMD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문제, 종교적 급진세력과 불특정 세력의 결합 및 이들의 대량살상 목적의 테러공
격문제 등등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국가차원의 당면한 안보위협으로는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강대국과 동맹관계의
변화, 조만간 닥칠 북한의 급변사태 및 긴박한 한반도 상황 대응문제, 해외이주민 유입
에 따른 국내 다문화 영향과 거버넌스 문제, 아시아 신흥경제대국들의 급부상과 한국
의 경쟁력 제고문제, 석유고갈시대에 에너지/자원경쟁의 심화와 에너지 안보문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한군사위협의 억지력 증대문제, 북한을 제외한 또 다른 가상적국의
공격 대비문제, 해외 교포 및 여행객의 납치/테러 대응문제, 국내혼란 및 정부전복을
기도하는 북한의 심리전 강화 대응문제, 급진세력 또는 불 특정인에 의한 대량살상 공
격문제,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물리적 공격 또는 사이버 공격대비
문제 등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과 과제는 이제 우리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어느 때 보
다도 ①다양하고 복잡한 방첩활동의 분야와 방향에 따라 새로 그 영역과 기능을 강화
해 나가는 문제와 ②기존의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여 방첩활동의 효율
성을 제고하는 기능 활성화문제와 ③정보화와 민주화로 인한 급속한 사회적 환경변화
에 대비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는 우리 정보기관의 신뢰회복 및 자율성 제고문제로 귀
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정보기관의 이러한 당면과제는 결국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및 효율성 제고문제와 국민신뢰 회복 및 중립성확보문제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개혁과제를 제도적 차원의 개선문제와 새로운 기능강화문제, 법적 차원의 개선
문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비효율적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 타파방안)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적인 정보환경 및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정원의
새로운 역할강화 및 개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3)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3) 국가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기관의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송종환, 2005 “국가안보개념의 변
화와 국가정보기관 개혁방향,”
(http://web.sungshin.ac.kr/~youngho/data/academy/3-030821Forum.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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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정보기관 즉 국정원
이 다음과 같이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
율성을 제고하여야겠다.
가.
나.
다.
라.
마.

국내외 정보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분석력 및 경쟁력 제고문제
조직내 업무보고 및 실적평가 체계 개선문제
원내 구성원의 화합과 통합 문제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인사 제도 개선문제
공직자윤리의식 고취 및 재교육 강화 문제

2. 조직 내 심리전 기능 강화 및 정책정보생산 기능 강화방안
가. 사이버 심리전 기능강화방안
o 사이버 심리전과 정보기관의 역할
o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전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미 알려진 유형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이 필요한바 그중 대표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o 우선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
o 이미 보여진 것과 같이 위의 상황은 실전상황이며 실전능력 배양의 기회가 필요하다.
o 정보전 시대 보안개념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정보전, 사이버전, 정보작전 교리확립이 필요
o 특히 Psyops/intellops의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바 심리전 측면이 강력하며 공세적 심리전과
인식 조절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운영방안으로는
-. 정보작전 총괄부서 운영
-. 심리전 기능 통합운영
-. 임무위주, 실력위주 편성
-. 대국민 심리전 대응
나. 정책정보 생산 기능강화 방안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1세기 정보환경의 특징은 안보위협의 다양화, 복잡화, 대
형화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위협요소들의 증대로 인해 정보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국
내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안보위협의 대상이 과거처럼 국가만
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민간인이나 국가핵심기반시설까지 확대되고 있어 방첩영
역도 군사와 비군사의 이분법식 논리로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더구나 최
근 위기관리 경향이 위기징후를 사전에 탐지, 위기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기경보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정보기관의 위기관리역량강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국가적
핵심과제가 되었다고 하겠다.14) 특히 21세기 세계 안보/정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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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보기관이 고려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방첩활동은 무엇보다 북한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한반도 상황변화 대비와 국제외환시장의 동향 파악과 첨단산업보안 대비, 국가기
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사이버안보 및 심리전 대응문제라고 하겠는바 이
러한 안보위협들을 고려할 때 우리 정보기관의 주요 역할은 국가위기관리의 첨병이자
파수꾼으로서 조기경보 기관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정보기관이 향후 국가
위기 파수꾼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정세변화에 대한 전략정
보, 예측정보의 생산은 물론 다양한 국내정보활동에서 정확한 정보분석과 정책정보의
생산이 필수적이므로 조직 내에 정책정보실의 기능이나 조기경보관 직제의 신설을 통
하여 우리의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5)

<그림 1> 미래 국정원 조직개편 편제
14) 일반적으로 국가위기란 “국가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
소나 가치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며 위기관리란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사태의 악화를 방지해 나가는 정부의 제반활동”을 의미함. 따라서, 국가가
처한 위급한 상황이 모두 다 똑 같은 위기일 수 없기 때문에 위기의 구성요건으로 “시간적 촉박성
(Time), 위협의 크기(Threat), 기습성(Surprise)" 등을 고려하여 위기의 인지와 대응도 달라짐. 일반적
으로 군사안보위기는 위협의 심각성과 시간적 절박성이 강한 반면에 경제사회위기는 위협의 심각성보다
기습성이 강한 특성이 있음. 위기의 유형으로는 그 수단이 군사적이냐 비군사적이냐에 따라 나뉘며 영
역별로 대내위기와 대외위기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위기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피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창출하는 것 (Crisis Management)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매우 중
요함.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길병옥, 허태회, “국가위기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국
제정치논총」 43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5.) 참조
15) 현 정부들어 NSC 사무처가 기존 행정부처와 업무중복 및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폐지됨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 기획, 계획 훈련 및 집행업무수행 업무는 각 정부부처로 분산 (NSC 사무처의 위기대응업무는
현 청와대 위기정보 상황실이 승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던 비상기획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통합)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외에 이런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위기관리조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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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화와 정보화로 인한 “국내정보의 위기(Crisis in Domestic Intelligence)”
는 국내안보의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국내정보활동이 더더욱 절실해지는 현실상
황을 고려할 때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인 국내정보활동 규제
나 감시감독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안보적으로 무책임한 발상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아직까지 국가정보원법개정에 대한 반대나
또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같은 것으로 나타날 때 더욱 심각한 것으로서 국내외의
각종사건 사고들이 국경을 가로질러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상황 하에서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를 분리시키려 하거나 국내정보기능을 폐지시키려하는 것은 우리
의 방첩활동과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편애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16)
지금까지 우리 정보기관이 직면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및 개혁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기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및 정
권안보기관으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 불식문제일 것이다. 과거 역대정권부터 계속해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음에 따라 그 기능상 국가안
보보다 정권안보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중립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것은 선진국들과 같이 국내정치로부터 정보기관의 중립성/자율
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는 다음 법적 개
선방안에서 다루기로 한다.
3. 법적 차원의 개선방안(정보기관의 중립성/자율성 제고 방안)
방첩이라 함은 적국 또는 가상적국의 아국에 대한 간첩활동이나 첩보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납치 ·암살 ·테러 행위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며, 태업·파괴활동 등으로부터 시설
이나 물자를 방호할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는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의 수호자(헌법 제66조제1항, 제2항)와 국군통수권자(헌법 제74조제1항)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그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을 두어 대내외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
는 자로서의 지위(정부조직법 제15조)를 갖고 있다.
가. 현행법제상 국가방첩기관
□ 헌법
현행 헌법은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
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16)최근 FBI와 CIA로 나누어 국내외 정보를 분담하고 있는 미국마저 일각에서는 독립된 국내안보 담당 정
보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FBI가 국내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FBI의 범죄 및 마
약부문에 치중된 기능이 국내안보에 치명적인 대테러 및 확산문제, 방첩문제를 다루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Uncertain Shield, pp.87-139 를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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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는 한
편, 국가권력을 입법․행정 및 사법으로 분장하여 상호견제를 통한 국가권력간 균형
(Check and Balance)을 유지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에 대하여는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제66
조).

<그림 13> 현행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의 체계

위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수호자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내
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
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
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제76조)을 발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제77조)을 선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관
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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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1조).
□ 조직법(권한분장법)과 시사점
헌법 제96조의 정부조직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현행 정부조직법 제15조는 국
가의 원수이자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국가정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받은 국가
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사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관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국
가정보원 소관 개별작용법은 「국가보안법」,「형법」상 국가안전에 관한 죄, 「보안업
무규정」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4 > 조직법상 권한과 작용법상 권한행사의 근거법률

요컨대,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형법」,「군형법」,「군사
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상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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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치가 되어 있지만, 그밖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내외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및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 등에 대한 권한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작용법
(권한행사법)은 보이지 않고 있어 헌법 제37조의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 작용법(권한행사법)과 시사점
「국가정보원법」법상 국가정보원은「형법」상의 내란 및 외환의 범죄,「군형법」상
반란 및 암호부정사용에 대한 죄,「군사기밀보호법」상의 범죄 및「국가보안법」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질 뿐이며, 이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하여 수사
시간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보호를 꾀하고 있다.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사회적 법익 내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행위와 달리
기수범과 미수범을 처벌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형법」,「군
형법」제8조/제16조) 또는 예비․음모(「국가보안법」제3조의 반국가단체구성의 죄 및
제4조의 군사비밀 누설의 죄)까지 처벌하도록 하여 국가안전의 보장은 범죄의 사전예
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시사점

이러한 점에서 「국가정보원법」이 국가정보원에 부여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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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위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은 정보의 사전수집과 분석을 통한 예방기능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
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
외)”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법 또는 개별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기관에 의한 수사권 남용문제는 현행법상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
의 영장실질심사제에 의해 통제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은 없다.
<표 9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법률의 예외규정(영국)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국가안전 등과 관련한 개인기록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부분적인 적용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제28조(국가안전) ①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면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그
개인기록은 (a) 개인정보보호원칙 (b) “제2절 정보주체의 권리”, “제3절 신고의무” 및
“제5절 집행”, 그리고 (c) 제55조(불법적인 입수, 공개,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장관이 위 제1항에서 규정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면제가 국가안전의 목적
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요구되는 것이었다는 점을 보증하는 인증서에 서명을 하면, 그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종국적인 증거가 된다.
③ 제2항의 인증서는 일반적인 서술방식으로 그 대상이 되는 개인기록을 정할 수 있고,
또 장래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인증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에
반대하여 정보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불복절차에서 정보심판원이, 사법심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적용하
게 되는 법리에 비추어, 그 인정서의 발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게 되면, 정
보심판원은 불복신청을 인용하여 그 인정서의 발급을 취소시킬 수 있다.
⑥ ~ ⑫ 생략

나. 개선방향의 검토를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 국가기능과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의 패러다임 변화
고도 정보화와 WTO하의 자유무역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변하고 있다. 즉, 국가안보에 대한 종래
의 위협은 물리적 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군사력에 의한 영토침해가 중심을 이루
었으나, 오늘날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등 “의도되지 아니한 경제활동의 부작용”으로부
터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거나, 러시아와 그루지아간의 전쟁에서 보듯이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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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물리력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한 사이버전쟁만으로도 국가가 와해되는 등 국가안보
를 위협하는 요소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를 고려할 때 아래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능 및 국가안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발전이 요구된다.
ㆍ국가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장에 개입
하여 우리의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간 무한경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영구
히 존속․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갖는다.
ㆍ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요소는 군사력의 약화를 결과하는 군사정보의 유출뿐만 아니
라 국가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고도산업기술정보나 각종 영업비밀정보 등을
포함한다.
ㆍ글로벌 정보네트워킹 사회에 있어서는 국경의 개념이 없고, 군사정보를 비롯한 산
업,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시공을 넘어선 개별 전문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능력
(Senergy Effect)과 수집된 정보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국가의 정보지배력(Synergy
Effect)에 의해 국가의 존립이 좌우되고 있다.

<그림 16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능에 대한 패러다임변화
ㆍ신경망처럼 연결된 정보네트워킹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아래
의 <그림 5>에서 보듯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테러라고 할지라도 그 파
급효과는 물리적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이와 관련 현재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법령상의 기구화하는 한편 “지방국가사
이버안전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할 필요 또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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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 사이버상 개인법익과 국가안정보장의 연동성

□ 현행법상 사이버위기와 대응기관의 관련 법제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이 법률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
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통신기반체계의 마비
(제3조제1호 다목) 등에 대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은 국가안정보장회의와 협의하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해 수립되고(제10조), 이러한 통신재난에 대
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제14조),
-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안전보장을 주된 사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참여가 배제된 입법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이지
행정각부의 자문기관이 아닌 점에서 다소 문제 소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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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임의적 자문기관인 국가안정보장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
(제10조)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인바, 이를 정책의 수립 및 집행기
관으로 보아서는 아니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이 법률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
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
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의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제3조, 제4조), 행
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
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의2).
○「계엄법」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대통령에 의한 계엄선포와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적국이나 테러범에 의한 어느 정도의 사이버전 내지 사이버테러가 계엄법상의 전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는 정식으로 논의된 바 없음. 이에 대한 입법적 보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대통령 훈령인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
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 보호하기 위해「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두고 있다.
- 그러나,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는 훈령상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기반보
호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권한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의 권한이 무력화될 소기가 크다.
□ 문제점의 종합적 인식
○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원법」의 개정필요성

38 ∘ 신안보위협과 국가적 대응 : 방첩과 산업보안

< 이철우 의원안 >
- 「국가정보원법」은 1960년대의 정보환경에 맞추어 직무조항이 규정된 이후
1994. 1 방첩ㆍ대테러ㆍ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업무를 추가하였으나,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안보 환경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미흡,
-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현실에 맞도록 정비
함(안 제3조제1항제1호)과 동시에
- 국가정보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업무’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안 제3
조제1항제2호).
<송영선 의원안>
-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을 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국가정보
원의 역할을 국가정보원법에 반영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
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배포할 수 있도록,
-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
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국가정보원의 소관 사무를 수행할 작용법(권한행사법)의 부재
- 모든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은 헌법 및 정부조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소관
사무를 부여받고, 해당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작용법을 갖고 있
으나 국가정보원은 조직법으로서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소관 사무는 갖고 있으되 해당
소관 사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작용법은 갖고 있지 아니함.
-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소관사무에 관한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안)을 국무회
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은 필
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
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
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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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소속기관과 행정조직법정주의
- 현행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은 室이나 局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課의 설치는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그
리고 행정기관 소속하의 시험연구소나 교육훈련기관 및 자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국정원소속기관은 이러한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요건을 구비하
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국가중앙행정청 소속의 기관은 각자 고유의
업무 이외에 소속 중앙행정청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국정원소속의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임.
다. 개선방향
□ 양지와 음지의 활용정책 필요
- 「국가정보원법」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령은 양지에 두
고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은 음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 정보화시대에 상응하는 CCRA 등의 인증이나 국가사이버 안전관리 등은 법령상의
근거를 갖고 소속기관이 양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홍보효과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현재 국가정보원 소속 기관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여 훈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부처에 숨겨져 있어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의 소관사무 중 산하 기관이 수행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체계상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지 못하는 병폐가
있는바,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임(양지화 가능한 소속기관의 음지지향에 대한 반성 필
요).
□ 국가정보원장의 국무회의 의안제출방안
- 국가정보원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정부법률안 제안권 및 명령제정권한의 부여를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 국가정보원장의 권한 재검토 필요
-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직속기관인 대통령이 국무위원이 아닌 국정원장을 대신하여
조직법상의 소관사무를 집행할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대통령령을 발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정보원이 헌법합치적인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바,
-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신설할 필요 있음
□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안
- 고도정보사회에 합당한 직무범위의 확대(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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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사무와 관련한 활동근거법의 법률화 근거마련(제3조제2항)
- 소관사무에 관한 국가정보원장의 정부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제7조제2항)

<표 11> 「국가정보원법」
현행 규정

개정 건의안

제3조(직무)① (현행과 같음).
1.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제3조(직무)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

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

무를 수행한다.

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

요한 정보

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나.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다.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범죄조직,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보

3.

안정보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2. … 시설ㆍ지역 및 이를 취급 또는 출입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하는 자에 대한 보안업무와 국가정보통신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 …….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보조하
기 위하여 국정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
터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과 제5호에서 정하는 기획……등에 관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①원장은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①(현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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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
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③ (생략)

음)
② 원장은 … 지휘·감독한다. 필요한 경우 국
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그 소관사무
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기본권제한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권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아래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에 국가정보원의 사무를 정
보화시대에 합당한 국가안전보장사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무
회의 안건(정부법률안, 대통령령안)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정부법
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작성․제안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법률상의 기구로 양성화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합당한 국가안전을 담보할 보안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지방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국가기간통신망에 대한 공
동 관제를 매개로 부처별 소관전문능력과 국가정보원의 보안전문능력을 결집할 수 있
게 되어 긍극적으로는 통일적인 보안계획 하에 소관부처별 대응과 범국가차원의 대응
이 조화를 이루는 소위 소관부처별 "Separate Energy Effect"(Senergy Effect)와 국
가차원의 “Synergy Effect”가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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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의 수호자로서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정보원(국가안전보장 주관기관)

검찰(起訴)

국가정보원법
- 국정원장의 권한
- 사무범위
- 정부법률안 제안
- 대통령령안 제안
- 법령위임 하에 고시제정권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지방국가사이버안전센터

공동
징후감시

- 패러다임변화 수용
- 소관 사무의 작용법
- Senrgy효과의 극대화

- 관련 부처(역할분담)
- Senergy⇒Synergy

<그림 18 > 국정원법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V. 맺음말
지난날 권위시대에 핵심권부였던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국민의 정부”시대에 국민에
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새롭게 국가정보원으로 탄생하면서 국정원은 나름대로 여
러가지 시대환경이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구적으로 많은 혁신적 아이디어
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다. 최근에도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시대적 환경
변화와 세계질서의 재편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
하고 국정원은 이러한 변화의 시도가 아이디어의 적용에 있어 구조적 한계나 문제점으
로 어렵다고 탓하거나 또는 한국적 조직문화 및 관행에 대한 탓으로 돌리면서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강변하는 경향이 있다.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에 대
한 무풍지대로서 큰 변화의 노력없이도 잘 생존해왔다고 생각하여 자체 문제점에 대한
진단보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변화에 대한 시늉은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개혁의 문제점이나 역효과만 크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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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실제 국정원조직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경향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권교체마다 있어온 많은 재편작업을 통하여 국정원의 기능이나 역
할변경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국정원의 자체 기능보완이나 역량제고를 위한 시도로 이
해하기 보다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구조조정이나 개편작업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으로 보
장되지 않는 한 어떤 개편작업이나 개혁시도도 순수하게 성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 세계정보/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정보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위기관리의 첨병 또는 파수꾼으로서의 국정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 의혹과 불신을 극복하려는 자성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
하며 이 연구가 제안한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궁극적으
로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존립기반을 공고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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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유출과 기술규제를 둘러싼 문제
1) 각국의 기술통제
한국의 법률을 배우자. 제3세계가 아니라 선진국 일본이 내세운 구호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한 법률을 연구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률은 일본보다 앞서 연구되었고1), 동시에 제정되
었다. 그동안 다른 법률들은 그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일본의 법률을 상당부
분 참고한 것이 사실이다. 외형적으로는 대륙법계라는 이름으로 일본 법률을 참고하는
현실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경제·산업·문화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거나 일정 주기를 두
고 뒤쫓다보니 일본의 법률을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법률과 제도에 관한 한 앞서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우리 법률에 대해 주
의 깊게 연구하고 있다2). IMF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실직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중국 등에 취업하면서 기술유출이 발생하였다. 일부 외국기업에서는 핵심
기술자를 빼돌리기도 했다. 자동차 등에서는 M&A를 통해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통
째로 훔쳐가기도 했다. 주요 퇴직자나 실직한 연구자들을 경쟁국가에서 모셔가기도 한
1) 김민배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인하대 연구보고서, 2004.12 ; 김
민배, '시급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적재산권 제 9호,
2005.9,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100-103 ;김민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국회산업자원위원회, 2005.4.18, 7-40 ; 김민배, ‘산업기
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현황과 정책과제’, 기술유출방지의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 2005.7.28, 149-200; 김민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
률 및 시행령 연구, 2007, 인하대학교 보고서 ; 김민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쟁점, 산업재산권 제 23호, 2007 ; 김민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M&A관련 입법동
향, 한․중국제학술심포지엄, 중국 해양대학교 발표논문집, 2007.7; 김민배, 적대적 M&A 와
산업기술유출방지 동향, 산업보안연구논총 제 4호,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타, 2008.4,
54-109; 김민배, 국가핵심기술의 기준과 국가안전보장, 산업보안연구논총 제 5호, 국가정보
원 산업기밀보호센타, 2009.4(간행 예정), 1-35 참고.
2)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정보 등의 적정한 관리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0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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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버림받고, 해고된 이들이 이를 갈며 한국과 맞선 경쟁국
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법률을 만들기 전에는 이를 막을 근거도 없었고, 그 중요성도 깨닫지
못했다. 한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할 것이 과연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부터 부정경쟁방지
나 영업비밀 차원에서 보호하면 된다는 낙관적 시각도 있었다. 자칫 기술에 대한 규제
가 기업성장이나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각도 기술유출방지
법 제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
기술의 유출은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삼성전자와 외국기업의 기술 격차나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M&A가 문제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기술보호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산업기술과
임직원 등에 대한 스카우트 손길은 끊임이 없다. 중국 등과 기술격차가 급격히 줄어드
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대
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논거이기도 하다. 최근 국가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두뇌유출은 막고, 기술수입을 위한 과학기술자 유치사업에 적극적이다. 프랑
스는 최근 우수 해외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일본
에서는 대학의 기술정보에 대한 통제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국가연구자금이 투입된 연구결과나 기술을 들고 SCI(과학인용색인)
의 이름으로 발표하기에 바쁘다. 국제화와 대학평가의 잣대라는 SCI가 결국 한국과학
기술의 유출창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가 위기임에도 IMF와
달리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80%를 차지했던 임직원 등에 의
한 기술유출을 막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지식경제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경제주권 확보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
려는 헌신적 노력이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어렵다. 그러나 누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많이 지키고, 우수
과학자를 확보하여 키워갈 것인가.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이 남아 있고, 인재들이 있다면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왜 한국
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는가. 그들도 위기시대에 기술유출이 발생한
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도산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묻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3).
잘 알다시피 IMF이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중국이나 아시아를 위시하여 해외에 진
출하고, 현지 공장 등의 설립 등을 가속화시켰다4). 즉, 해외 현지 기업의 노동력 등을
활용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현지 업체에 이전하고, 우수한 품질
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 제공해 온 것이다. 해외의 현지 공장 등의 설립
등 기술 이전에 있어서는, 당해 외국 기업 등에 대한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의 실시
3) 김민배, 한국기술유출방지법을 배우는 일본, 경인일보, 2008년 10월 22일; 김민배, 과학자에게는 국경
이 있다, 경인일보, 2009년 02월 11일
4) 일본의 경우 1990년도에 8천개의 해외 현지 법인수가 2000년 1만5천개, 2004년의 경우 1만 4천개에
달하였다고 한다. 経済産業省, 해외활동기본조사 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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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등 뿐 아니라 설계도 ․ 사양서 및 플랜트 등 기술정보의 제공,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노하우를 제공 등에 이르기 까지 유․ 무형을 불문하고 폭넓은 기술이 이전된다.
본래 국제적인 기술이전은 기술 제공 국가뿐만 아니라 기술의 도입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크다, 다른 한편 기술 이전에 따른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아시아 등에의 기업 진출시 합자 규제와 현지 정부로부터 과도한 기술 공여
의 요청에 의해 당초 계획되었던 것 이상의 지적 재산이 이전되거나 노하우 등을 다른
업체에 활용하기도 하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 이전’이나 ‘원치 않는 기술 이전 등이 발
생하고 있다5). 또한 명퇴 혹은 은퇴 기술자가 고액의 임금이나 감언이설에 속아 다른
국가의 기업체에 고용되어 중요한 제조 기술 등을 이전시키고 있다. 또한 현지 법인
직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인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고, 결과적
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
가들은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전되는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 정부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민생 품목에 방위 산업이 참가함으로써,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범용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6). 중국 정부도 국방
백서에서 방위 산업에 관해, ‘하이테크 산업에서 선도하여, 군민양용의 주도산업을 주
체’로 하여 ‘군민양용 하이테크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각 분야의 첨단 민생기술
을 국방정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자국 내뿐만 아니라 외국 연
구 기관과 생산 시설 등에서 산업 스파이나 기술의 불법 이전에 의해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연구 기관이나 공장 등으로 부터 기술 유출 방지
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7).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국 기술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기
술 유출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은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기술 공개 (간주 수출)에 관한 규제에 대해, 종래의 국적주의에서 출생지주의에로의 변
경하였고, 일본도 국적에 착안한 기술 이전 규제 도입을 하였다.
2) 국가핵심기술의 현황과 과제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된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
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이하 산기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이다.
5) 일본 経済産業省의 技術流出防止指針(2003年3月14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을 ‘첨단 기술이
화체된 완성품 ․ 부품, 설계도 정보 ․ 제법 등의 생산 기술 ․ 노하우, 첨단 제조설비 등에 포함된 기술 ․
노하우이고, 문서화된 데이터 정보를 검색 또는 사람을 매개로 한 노하우 전달 등에 의해, 기업의 의도
에 반하거나 가정하고 있었던 범위를 해외에서 유출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http://www.meti.go.jp/policy/competition/downloadfiles/ip/ )
6) Department of Defense,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05
(2005),(http://www.defenselink.mil/ news/Jul2005/d20050719china.pdf）
7)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06
(http://www.dod.mil/pubs/pdfs/ China%20Report%202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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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의 선정기준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정한다.
2006년 8월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
리에서 정보통신 6개, 조선7개, 철강6개, 자동차․철도 8개, 전기․전자 4개, 원자력 4개,
우주 5개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안’이 심의 확정됐다. 국가핵심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핵심기술 목록>8)
분 야

전기전자

국가핵심기술
■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ㆍ조립ㆍ검
사 기술
■ 디자인룰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ㆍ조
립ㆍ검사 기술
■ TFT-LCD 패널 설계ㆍ공정ㆍ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 제외)ㆍ구동기술
■ PDP 패널 셀 구조기술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 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 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기술 (DPF,
자 동 차

SCR에 한함)
■ 자동차 엔진ㆍ자동변속기 설계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 자기 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
■ 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AC 유도전동기ㆍOBCS 제어진단ㆍ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
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철 강

조 선

■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
■
■
■
■
■
■
■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ㆍ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ㆍ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선박 수중탑재기술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및 이송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ㆍ크랭크샤프트ㆍ직경5m이상 프로펠러제조기술

8)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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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 력

■
■
■
■
■
■
■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 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ㆍ생산지원 프로그램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젤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 휴대 이동방송용 CAS 기술
정보통신

우 주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 휴대 이동방송용 DRM 솔루션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방송에 한함)
■ 실시간 HD 워터마킹 시스템 제조기술
■ 802.11n 기반의 모뎀 ASIC 설계기술
■ 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 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 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band RF송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 우주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 국가핵심기술 관
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등 6가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산기법 제10조에 명시됐다.9)
현재 40개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60개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산업기술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66으로 나타났다. 협회에서 산기
법과 보호조치에 대한 보안체계가 더욱 더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우 상당수가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38곳 가운데 14.3%, 핵심기술관련에 대한 보안등급 부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곳이 28.6%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산기법에 대한 개정과 각 기관별로의 통합,
분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스
스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보호조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유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보상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도 각 국가들이 자국 산업의 비교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으며, 자
9) 시큐리티월드.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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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중요 기술의 적정 관리를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경쟁력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
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둘러싼 문제는 긴급한 과제이고,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수출 통제 방안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각국의 기술 이전 규제
1) 제도적 차원의 규제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은 그 당사자가 사기업이라고 해도 경제의 발전 및 안보에 심각
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제공 국가나 도입 국가의 시각이 상반된다. 기술
제공 국가는 각종 규제를 우선시하고, 도입국가는 확대와 촉진 방안을 우선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합법적인 기술 이전이나 불법적인 기술유출에 대한 규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기술규제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
다10).
① 기업 등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제 3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사용을 방지(지적재산
권법에 의한 보호),
② 국제적인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기술이 무기 등의 개발 등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 (국제적인 안전 보장 차원에 의한 전략물자 통제)
③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보호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승인과 사전 신
고 등을 통한 보호(산업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유출 방지)의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 특허법과 부정 경쟁 방지법 등의 지적 재산법을 통한 기술 이전에 관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②의 경우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나 일본의 외환관리법, 미국의
수출관리법, 무기수출관리법 등을 통해 기술 이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③의 경우 미국의 경제스파이 처벌법, 한국의 산기법이 대표적이다. 각국의 국제적 기
술 이전에 관한 주요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각국의 기술 이전 규제>
국가

법령
경제스파이법

미국
EAR(수출관리 규칙)

내용
영업비밀을 국외에 유출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의 벌금. 조직이 해외로 유출한 경우 1천만 달러 벌금
EAR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술 등을 미국적 보유자로부터 외
국국적 보유자에 개시한 경우 외국국적보유자의 모국으로 수

10) 田上博道, 我が国における技術移転規制について, Control of Technology Transfer in Japan, 特許研
究 No.４２, ２００６／９, 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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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사벌(50만 달러 이하의 제재금)과
형사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병
과 가능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독일

한국

출원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USPTO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출원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을 무시하고 외국
출원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의 벌금
영업비밀을 국외에 유출시킨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법령에서 규제된 기술 및 기술지원(구두, 전화, 전자적 형태

외국무역관리법

를 포함)을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부정경쟁방지법 및

또는 50만 유로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을 해외에 유출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부정

영업비밀보호법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전략물자에 관련된 무형물질(기술)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대외무역법

외국인에게 제공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배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
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 예비음모 처벌

2) 지적 재산권 법에 의한 규제 등
(1) 특허법 등에서 보호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은 국가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각국에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허로 인정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특허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었다하더라도 사실
상 금지 청구와 손해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각
나라에서 제대로 권리 (외국 특허 등)를 취득하거나 기타 필요한 기술 정보의 실시 허
락 등을 받거나 처음부터 제품의 보호를 도모해야만 안정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허법은 발명의 공개 대가로서 발명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그 발명에
관련된 공개가 공서 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11) 출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에는 공개되
고 있다. 기술보호의 차원에서 보면 특허 출원과 공개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과

11) 미국내에서 한 발명은 외국 출원 허가제 (미국 출원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외국 출원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 상표청 장관의 허가가 필요) 및 비밀 유지 명령 (군사 관련 발명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 차원에서 비밀 유지 명령을 발령)은 규제 대상이다(미국 특허법 제 18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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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연구 개발 동향에 대해 해외기업들이 쉽게 접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기업 등이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허로 출원
할 것인가. 아니면 노하우로 비닉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전략 차원에서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2).
(2) 부정 경쟁 방지법의 규제
일정한 기술상 ․ 영업상의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가 ①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비밀 관리성), ② 사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라는 점(유용성), ③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비공지성)의 3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정보는 부정 경쟁 방지법상
의 영업 비밀로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영업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
정보를 제 3자에게 라이센스 하는 경우에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등을
상대방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각 국가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의해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등에 대한 형사처벌
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개정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관리되는 영업 비
밀에 대해 일본 국외에서 사용 또는 공개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재직시 신청
이나 청탁을 받고 퇴직 후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악의적 퇴직자에 대한 벌칙도 도입하
였다. 또한 기업체 직원 등이 영업 비밀을 해외에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
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개정하였다14).
3) 국제적인 안전보장차원의 기술규제
(1) 일본의 외환관리법에 의한 규제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일본 외환관리법) 제 25 조 제 1 항은 거주자로부터 비거
주자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을 특정 지역에 제
공(업무 거래)하는 경우, 경제산업성 장관에 의한 업무 거래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일본 외환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는 기술 (프로그램 포함)은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기술의 종류와 제원 등이 목록으로 작성되어 있다. 일본 외환관리법은 목록 규정을 추
가하고 있으며,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을 정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15).
12)
特許庁,
‘先使用権制度の円滑な活用に向けて－戦略的なノウハウ管理のために－’,
2006.6,
(http://www.jpo.go.jp/torikumi/puresu/ press_senshiyouken.htm）.
13) 田上博道, 我が国における技術移転規制について, Control of Technology Transfer in Japan, 特許研
究 No.４２, ２００６／９, 57-64.
14) 영업 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적절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営業秘密管理指針
（2003年1月
제정,,
2005
年10月
개정）(http://www.meti.go.jp/policy/
competition/downloadfiles/ip/051012guideline.pdf）. 대학의 비밀 관리 지침에 대해서는 經濟産業省,
安全保障貿易に係る機微技術管理ガイダンス, 평성 20年 1月 참조.
15) 포괄 규제와 안전 보장 무역 관리에 대해서는 （ http://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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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무형을 불문하고, 첨단 안전보장상의 예민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기술 이
전을 모두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역자유16)나 연구 활동의 자유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성 장관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않는 업무거래에 대해서
는 일정한 경우, 업무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7). 즉 공지 (퍼블릭 도메인)가
된 기술 정보 (예를 들어, 학회지 및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있는 기술 정보 및 불특
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등)나 공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술 제공 (학회지 및 특허 공보 등에 게재하기 위해 행한 기술 자료의 송부 등)에
대해서는 업무 거래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 또한 기초과학 분야의 연 활동 등18)에
대해서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 업무 거래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과 독창적인 기술이 갖고 있는 업체에서 특허와 노하우 등의 실
시 허락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인수하여, 기술을 취
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19). 일본 외환관리법 제 27 조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
된 법인 등 외국 투자가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의 질서 유지 방해 등에 연
계 우려가 있는 대내 직접 투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일본의 방위 관련 산업20)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10 % 이상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3 개월 이전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청은 필요에 따라 외환 등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에 문제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중단이나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있
다.
(2)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전략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21)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
16) 수출자유에 대한 수출신청 거부 처분 취소 등 청구사건(東京地判昭和44・7・8)에서 헌법상 기본적 인
권으로 국민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의 내용에서 수출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17)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平成10年 通商産業省令 第8号). 일본 貿易外省令 제 9 조는 허가
를 요하지 않는 업무 처리 등으로, 공지 기술을 제공하는 협력 또는 기술을 공지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와 공업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하기 위해 출원 또는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 등이 규정되어 있다.
18)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 활동은 자연 과학 분야의 현상에 대한 원리 규명을 주목적으로 한 연구 활동이
고, 이론적인 또는 실험적인 방법으로 수행한것을 말하며,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9) 2002년 3월 미국 투자 회사 One Equity Partners (OEP)가 잠수함 등을 제조하고 있는 독일 조선회
사 HDW사의 주식 7.5 %를 취득하자 HDW이 갖고 있는 기술 유출이 우려됐다. 이것을 계기로 독일은
대외무역결제법 등을 개정해 외국기업이 전쟁무기관리법 별첨의 전쟁무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또는
개발하고 있는 독일 기업을 인수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기업에 대해 연
방경제노동부에 허가 신청을 의무화 시켰다.
20) 항공기, 무기, 원자력, 우주 개발, 정보 통신, 화약 장치 제조 등 15 개 업종을 말한다.
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생
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
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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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22)
또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
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
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23)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
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
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24) 전략물자의 제조자·수입자는 해당 전략물자의 신고 및
통보 의무를 지며,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전략물자 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 등의 이동이 중지
된다.25)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26) 무역거래자가 수출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이 부과된다.27)

3. 미국의 기술이전

규제 및 수출 통제

1) 미국 수출 규칙과 규제
(1) 기본구조
미국 수출 규칙(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EAR로 약칭되며, 미국 상무
부 산업보안국이 관할하고 있는 법률이다. 미국에서 Dual - Use(군사 및 민간용 양용
기술)의 상품(화물 내지 일반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해외에 수출 할 때 적용한다.
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 수출
22)
23)
24)
25)
26)
27)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19조 제4항.
제21조 및 제23조.
제53조.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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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는 미국 상무부 외에 미국 국무부 미국에너지부, 미국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EAR 대상 품목 가운데 미국 상무부에서 수출(재수출) 허가가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다. 첫째, 무엇을 수출하는가. 둘째, 어느 나
라에 수출하는가. 셋째, 누가 받을 것인가. 넷째,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 등에 따라 결
정된다. 이를 규정한 것이 CCL(Commerce Control List)28)과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29) 그리고 EAR99이다. CCL은 제한 품목 리스트에 나와 있는
EAR 대상 품목 중에서도 민감한 내용이다. ECCN은 CCL에 열거된 품목을 규제하는
관리번호에 해당한다. EAR99는 CCL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의 리스트에 해당하며,
EAR99이라는 범주로 분류된다. EAR99은 주로 낮은 기술 소비재가 많아 상무부 라이
센스없이 수출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물론 EAR99도 EAR 대상 품목이므로 제재 국가,
테러 지원 국가에 수출(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미국은 비우호국에 대한 군사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국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혹은
테러 방지 등 범죄 관리나 분쟁 지역 안정 등 대외 정책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 수출 관리는 여러 부처가 독립 또는 연계하여 관리를 맞고 있으며, 수출 관리 중
안전 보장 무역 관리에 관한 기술이전 규정의 관할 기관과 규제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기술 이전을 규제하는 관할 기관과 규제 현황 >
관할기관
상무부 산업안전
보장국(BIS)
국무부 국방기기
거 래 관 리 부
(DDTC)

규제대상품
듀얼유수 품목 및
기술관리(상업 및
군사 양용품)

근거법
수출관리법
(EAA1979)

군수전용품, 기술 무기수출관리법
데이터 서비스

(AECA)
대적통상법

재무부 해외자산 미국내
관리국(OFAC)

에너지부(DOE)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해외에서 (TWEA)

의 광범한 규제
핵 기자재 관련
기술
전용 핵기자재

규제리스트

수출관리규칙

규제품목 리스트

(EAR, 15CFR

CCL(commerce

Parts 730-774) control list)
국제무기거래규칙
USML(U.S.
(ITAR 22 CFR
Munitions List)
Parts 120-130)
SDN 리스트
31 CFR Parts

(Specially

국가긴급경제권한 500-595

Designated

법(IEEPA)

Nationals)

원자력법(AEA)

(및, 그 기술관련 원자력법(AEA)
데이터)

시행규칙

10 CFR Parts
810
10 CFR Parts
110

28) http://www.research.uci.edu/ora/exportcontrol/commerce_control_list.htm.
29) http://www.bis.doc.gov/licensing/do_i_needaneccn.html

60 ∘ 신안보위협과 국가적 대응 : 방첩과 산업보안

미국의 규제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규제는 미국 상무부 BIS에 의한 EAR 규
제 품목리스트(CCL)과 미 국무부에 의한 ITAR30)의 미국 군사 품목 리스트 (USML)이
다. EAR은 수출의 촉진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허가 신청이 필
요한 것은 전체 수출 품목의 10 % 미만이다. 한편 ITAR은 수출 금지가 주요 목적이
며, 군용 제품 ․ 부품이나 우주 장비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허가 신청 수
는 EAR의 3배에 이른다31).
(2) 기술 수출 규제방식

EAR은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세계 경제와 정세의 변
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다. 목표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있기 때문에 EAR은 이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태에 대응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주요 규제 대상은 무기 등
의 개발, 제조, 혹은 그 확산을 조장하는 수출 등이다. 그 규제 방법을 대별하면 다음
의 두 종류가 된다.
첫째, 리스 규제다. 주요규제 대상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성능 레벨을 초과하
는 품목에 한정하여 규제한다. 둘째, KNOW 규제다. 리스트 규제와 달리 품목을 한정
하지 않고, 이른바 catch - all,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개발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수출 등을 규제한다. EAR은 수출관리 규정으로서, Export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제정되었다32). 기타 관련 법률은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반테러주의 법(Anti
Terrorism Act) 등이 있다. § 734.3 (a)에서 EAR의 규제를 받는 품목이라고 하는 것
과 관련한 법령 대응은 EAR에 담겨있다. 반대로 EAR의 규제를 받지 않는 품목 등(§
734.3 (b))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해야만 한다. EAR 관할 부서는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의 수출 관리국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약
어 BXA이다.
EAR은 미국 내의 규칙에 관계없이 미국원산제품들의 'EAR의 규제를 받는 품목' 그
것이 세계 어디에 있어도 본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을 EAR의 역외적용이라고 한
다. 여기서 순수한 외국산 제품 등은 EAR의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것이 대상 품목인가 여부를 §734(EAR의 적용 범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서미국산 제품을 조합한 외국 제품을 EAR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de minimis rule33)
이 채택되어 있다.
§736에 일반적 금지 사항 1-10을 정하고 있다. 1 - 3은 일정한 성능 수준을 초과
하는 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규제하고, 4 - 10은 특히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규제

30) http://www.mustor.com/ITAR.htm
31) 자료 : 日本機械工業聯合會․ 財團法人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 國際的制度調和に向けた安全保障貿易管
理制度比較․分析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平成 20年 3月 참조.
32) http://www.bis.doc.gov/eaa.html
33) http://www.mofat.go.kr/mofat/fta/eng/e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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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다. 전자 목록 규제, 후자의 5를 KNOW 규제라고 부를 수 있다. 거의 모든
규제가 본 조항에 따라 실시된다. §740 에 다양한 허가 예외(15 종)가 규정되어 있다.
만일 그 중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허가 없이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다. 고객용도 및 품목의 성격으로 볼 때 당연히 적용 불가능하다
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허가 예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적 금지 사항 4 를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일반적 금지 사항 5에 따라 §744 에, 최종 수요자 및 최종 수요를 규정하고 있다
(KNOW 규정).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즉 catch - all 규제하고,
고객 (최종 수요자인) 용도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고객이나 용도가
이 장에서는 규제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규제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서를 BXA에 제출하고, 이 경우 허가 심사 기준이 고객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
어 있다34).
(3) 리스트 규제와 KNOW 규제
일정한 성과 수준 이상의 규제 대상 품목을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수출 통제 분류
번호 (ECCN)을 지정하고, 통상 관리리스트 (CCL)에 게재한다. 또한 ECCN마다 규제
이유, 예를 들면 NS (국가 안보), AT (테러 방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CCL에 게재된 해당 ECCN이라도, 일정한 경우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738 장에 규정되어 있다.
규제 대상 품목을 한정하지 않고(catch - all), 용도 및 최종 수요에 의한 규제를 실
행한다. 그것은 대량 살상 무기 등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그 우려가 있는 용도와 수
요자를 §744에서 규정하고 있다. 용도로서는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해양 원자력 추
진 등을, 행위로서는 미국인의 일정한 활동을, 또한 최종 수요자로서는 러시아의 특정
단체,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일정한 단체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상기 단체는 §744
단체 목록에도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수출업자 등이 제한에 저촉되는 것을 알
고(KNOW)서도 수출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BXA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절된다.
기술이란 넓은 의미에서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다. 미국의 BIS
는 최근 사용기술이란 제품의 조작, 설치(현장에서 설치 포함), 보수(확인), 수리, 검사
그리고 복구를 위해 필요한 특정 정보를 가리키며, 적용 가능한 사용규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이러한 6개 항목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기술의 정의는 기술 정보와 기술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은 지시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포함하며, 기술 자료의 이전에 관해서는, 청사진, 계획, 그림, 모형,
34) EAR의 규제를 받는 품목 (Items Subject to the EAR)은 734.3 (a)에 명기되어있다. 요약하면 ① 미
국 내에 있는 모든 품목 ② 미국원산 모든 품목. 그 소재지를 묻지 않는다. ③ 외국산 품목에 포함된 미
국원산 부품, 재료 등. 그러나 그 양이 de minimis 수준 이상의 것에 한함. ④ 외국에서 생산된 미국원
산기술 등의 특정 직접 제품 ⑤ 외국의 위 ④ 공장 등에 의해 생산된 특정화물이 그것이다. 그러나 §
734.3 (b)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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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가 포함된다. EAR의 간주수출 규칙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소스 코드의
공개가 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일반적으로 EAR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수
출에 적용)한다.
ITAR은 군사 품목과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 자료의 공개를 규제하고 있으며, ITAR로
규제되어 있는 품목 ․ 소프트웨어 ․ 기술은 미국 군사 품목 목록 (USML : US
Munitions List)35)에 나와 있다. 기술 자료에는 군사 품목의 설계, 개발, 생산, 제조,
건설, 운영, 정비, 검사,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청사진, 설계도, 사진, 계획, 설명, 문
서의 형태(를 포함한) 정보가 포함된다. ITAR은 또 방위 물자 ․ 서비스 관련 기밀 정보
와 발명 비밀유지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기술 자료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기술 자료에는 소스 코드와 오픈 시트 코드의 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EAR과 ITAR은 모두 공개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는 정확
한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즉 인쇄물, 공공 회의에서 발표, 기초 연구와 Web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를 통해서 이
미 발표된 정보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36).
(4) ECCN의 구성과 의미
EAR Part 774의 CCL은 리스트 번호, 규제이유, 허가예외 등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CCL에서 각 품목은 5 자리의 단계*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ECCN이 3A231인 경우 3：일렉트로닉스 관련 분야이며, Ａ：기기, 조립
제품 및 부품이자, 2：NSG 등 핵관련 규제 대상임을 나타낸다. 이를 ① ② ③ ④ ⑤
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① 카테고리

② 리스트 서브 그룹

내용
0：ＮＳＧ 트리거 리스트를 포함한 핵관련기자재
1：재료, 화학 물질, 바이러스, 독소 등
2：재료 가공 관련 품목
3：일렉트로닉스 관련 품목
4：컴퓨터 관련 품목
5：통신 장비, 암호 관련 장비
6：레이저, 센서 관련 품목
7：네비게이션 및 항공 전자 기기 장비 관련 품목
8：해양 기술 관련 품목
9：추진시스템, 우주 장비 관련 품목
Ａ：기기, 조립 제품 및 부품

35) http://www.fas.org/spp/starwars/offdocs/itar/p121.htm
36) EAR과 ITA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개정보는 공지 (Public Domain), 기초 연구의 과정 또는
그 결과에서 얻은 기술 (ITAR 정의는 EAR의 정의와 다름), 교육 (ITAR와 EAR은 접근이 다름), 특허 출
원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 출원의 허가를 받은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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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의 근거

Ｂ：시험 장비, 검사 장비 및 제조 장비
C : 재료
D : 소프트웨어
E : 소프트웨어 이외의 기술
0：국가 안보 관련(WA 관련, WA와 중복 비확산 등)37)
1：MTCR
2：NSG 등 핵관련
3：ＡＧ
9：미국 자체 규제 （반테러리즘, 범죄 억제, 지역 안정, 공급
제한 등)

④ 자체 규제 품목에 9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⑤ 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항목과 구분한다.
* 단, 각 단계별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 (비 목록 제품)에 대해서는 ① 9 카테고리
각각의 끝에 EAR99로서 결합되어 있다38).
* EAR의 규제를 받는 품목에 CCL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EAR99 번과 불린다.
(5) OFAC의 기술 이전 규제
미국 재무부 OFAC는 미국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를 추진하기 위해 대상국․ 단체․ 개
인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와 금수 조치를 관할하고 있다39).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금
수 조치(예 : 쿠바, 수단, 이란)의 대상 국가에 대한 OFAC 규제는 수출 금지의 틀을
넘은 수입, 금융 및 기타 거래나 거래 지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이동도 규제하는
등, 금융 거래나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 활동․ 상행위에도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완
전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열거되는 기술이나 제품에 국한하지 않는다.
OFAC는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인(소재지를 불문하고)로 지정된 나라. 단체, 개인에
게 모든 제품 ․ 서비스(기술 서비스 포함)의 수출을 관리한다. 서비스와 기술 서비스는
규제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OFAC는 대상범위에 관하여 아주 넓은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인은 미국인에 의해 실행된 경우에 금지되는 거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 자회사를 가진 외국 모회사, 특히 미국의 컴퓨터가 호스트가 되어 수주 작업
을 벌이고 있는 IT 서비스에 대해서는 OFAC 규제를 준수하는 체제 구축이 과제다.
2) 기술이전 규제와 Deemed Export

37) Wassenaar Arrangement에 대해서는 Statement of Understanding on Control of Non-Listed
Dual-Use Items (Agreed at the 2003 Plenary) 참고.
38) http://www.bis.doc.gov/forms/webcommentform.html.
39)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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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 수출의 정의와 개념
Deemed Export (간주 수출)이란 기술자료 또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 모국에 수출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대
상이 되는 기술이나 소스 코드가 미국에 소재하는 외국 국적 보유자에 제공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이러한 기술 등의 제공을 외국 국적 보유자의 모국에 대한 수출로 간
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와서 미국에 있는 종업원에 대한 규제 대상 기술
의 공개는 간주 수출로 보는 것이다40).
간주 수출은 기업에 의한 외국 국적 보유자의 고용, 기업체의 외국인 직원과 협력
또는 기업 방문 연수로 방문한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기술 제공시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규제화물을 본 것만으로 기술 정보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공개, 규제화물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간주 수출이 되는 규제 대상인 것이다. EAR,
ITAR, OFAC에서 간주수출 규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AR, ITAR, OFAC의 간주 수출 규제>
규제

규제대상기술

대상자

기술제공에 관한 규제내용

미국내외의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규
제 기술을 허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
미국 내외의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규
ITAR USML 게재 기술 외국 국적 보유자
제 기술을 허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
미국 기업은 직원, 고객, 공급 업체, 하청
실질적으로 모든
OFAC
SDN 리스트 게재자 업체가 SDN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거래 행위를 금지
함

EAR

CCL 게재 기술

외국 국적 보유자

(2) EAR과 ITAR의 간주수출 규칙
EAR과 ITAR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술이전이란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제품이나
데이터 발송 ․ 이전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외국인에 대한 규제기술 제공에 대해서도 수
령자의 모국 또는 시민권 보유국에 대한 수출로 보아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외
국으로부터 제 3국의 외국국적 보유자나 외국시민권 보유자에 대해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도 제 3국에 대한 재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은 미국 내외
에서, 규제 기술의 관리를 충분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41).
40) EAR - 734 2 (b) (2) (ii)는 EAR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나 소스 코드를 외국 국적 보유자에게 공개하
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는 외국 국적 보유자의 모국에 대한 수출로 간주된다고 한다.
41) ITAR - 120 17 에서는 미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술 자료를 외국인에게 공개(구두 ․ 시각에 의한 공개),
또는 이전하는 것. 또한 미국내외와 관계없이 외국인을 위해, 또는 외국인의 이익을 위해 방위 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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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은 상무부 BIS가 관할하고 있으며, 이중 듀얼 유스 품목, 소프트웨어, 기술을 규
제하고 있다. ITAR은 국무부 방위 거래 관리국(DDTC :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42)이 관할하고 방위 물자와 방위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제도 미국에서 외국에의 기술 이전에 대한 규제뿐 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고용하는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규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외국 국적 보유자의 모국에
대한 수출로 간주하여, 이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간주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이유
는 외국인이 모국에 돌아가서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취득한 규제 기술 지식을 모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EAR과 ITAR 모두 규제기술을 재미 외국 대사관 임직원에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외국 국적 보유자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전화 대화, 전자 우편, 팩스, 컴퓨터 자료 공유, 준비, 연수, 장비의 사
찰 등에 의한 기술 이전도 포함된다.
(3) OFAC의 간주수출 규제
OFAC 규제는 간주수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
국 내외에 있는 OFAC가 규제하는 개인 ․ 단체에 대해 미국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거래를 행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특히 OFAC가 공표하는 SDN 리스트(특별
지정 국민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43)에는 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도 거래
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과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의해 미국인이 소지 또는 관리
하는 SDN의 자산이나 부동산은 봉쇄 ․ 동결되고 있다). SDN리스트에는 테러, 마약 밀
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및 제재 국가 정부와 관련된 개인 ․ 법인 및 기타 대상 단체
가 모두 6, 000개 이상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개개인명을 망라한 리스트가 아
니라 예를 들면, 모든 쿠바 국적 소유자는 SDN(합법적 미국 거주자 또는 다른 이유로
폐쇄가 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으로 되어 있지만, 쿠바 국민 전체의 이름이 목록에 나
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SDN과 모든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기
업은 미국 내외에서 SDN 리스트 게재자에게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은 OFAC 규제에 의해 임직원, 고객, 공급 업체, 하청 업체가 SDN 리스트에 게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간주수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를
거듭하고 있다44).
(4) 외국 국적 보유자의 기술규제

42) http://www.pmddtc.state.gov/
43)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sdn/
44) The Deemed Export Advisory Committee는 2007년 12월 2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The
Deemed Export Advisory Committee, The Deemed Export Ru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가 그
것이다. http://fas.org/sgp/library/deemedexpor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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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술 이전관리의 핵심이 되는 것은 관련된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기술 이
전 관리이다. 미국내에서의 기술 이전, 간주수출 규제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미국인
은 1986년 이민 개혁 규제법(IRCA)에서 정한 ‘보호된 개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
미한다45). 이러한 개인은 미국 시민, 합법적 미국 영주자 (그린카드 소지자), 난민 , 망
명자, 특정의 IRCA 사면 조항에 해당하는 임시 거주자이다. 이러한 ‘보호된 개인’은 간
주수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EAR과 ITAR에서 규제된 정보에 접근이 허용된다.
그런데 EAR과 ITAR 규제 대상이 되는 외국 국적 보유자의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보호된 개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EAR에서는 외국 국적 보유자, ITAR에서
외국인으로 다뤄진다. EAR과 ITAR에서는 외국인 신분 판단 방법에 있어서 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식별할 방법에 관하여 중요한 차이가 한가지 있다. EAR을 관할하
는 BIS에서는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하여 개인의 최
신 시민권 또는 합법적 영주권만을 본다. 그러나 ITAR에서는 DDTC는 개인의 국적과
시민권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제한이 큰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에 대응하여 규제를
가한다. 예를 들면, 중국 국적 보유자가 이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EAR는
캐나다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ITAR에서는 중국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3) 미국의 기술 이전 관리 지침
(1) EAR 규제기술의 이전관리 지침
TCP(Technology Control Plan)46)는 EAR 규제 기술 이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제에 대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있는
기업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규제 기술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과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TCP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기밀성을 가진 듀얼 유스 기술의
확산을 방지와 기술 이전을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관리
내용은 첫째, 규제 정보, 기밀 정보, 독점 기업 기밀 정보 보호 둘째, 외국인에 대한
기술 제안 관리 셋째, 비미국인의 직원 등에 대한 기술 제공을 관리한다.
(2) ITAR 규제 기술 이전 관리 지침
TTCP(Technology Transfer Control Plan)47)은 ITAR 규제 기술을 관리하기위한
관리 체제 지침이다. 2006년 9월, DTSA은 TTCP작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방위
관련 산업은 DTSA에 대한 허가 신청에 관련 TTCP를 제출할 때 이 지침에 따라 작성

45)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에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46) http://findarticles.com/p/articles/mi_m0IAJ/is_1_23/ai_72467665
47) http://www.defenselink.mil/policy/sections/policy_offices/dtsa/pages/organization/files/TTC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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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TTCP을 이용해야만 한다. ITAR(22 CFR 120-130)는 방위 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지만, TTCP에는 수출 허가와 관련된 최신의 모든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TTCP
에 근거한 운용을 실행하기 위한 수출허가 대한 자료 누락이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
다.
특히 ITAR의 Part124에는 기술원조 협정 (TAA :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48) 및 제조특허 양도협정 (MLA : 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49)
에 따른 수출 업체의 기술 제공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기술원조 협정 및 제조특허
양도 협정에 따라 하드웨어, 문서, 씰 등의 이전이나 제조 관계자, 외국 정부 및 기업
등과 면담과 연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기술과 지식에 대해서도 의
도하지 않은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 시스
템이 필요하며, 수출 기업은 미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관리 시스템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TTCP의 주요 목적은 기업 내의 모든 참가자가 파트
너와 외국인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면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접근을
허용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사의 수출 허
가의 범위 안에서 기술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를 위해 어떤 종류의 관리 체제를 구
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TTCP를
준비해야만 한다.

4. 일본의 기술 수출 통제
1) 일본 외환관리법상의 기술규제
최근 중요한 첨단 기술 정보를 해외로 유출되어 산업 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지적과 보도가 일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안전보장 무역 관리의 관점에서 부
주의한 기술 유출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에 관한 기술이
의심(우려)국가와 테러리스트에 넘겨진다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보장상 예민 기술을 보유한 자들은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
다고 한다50). 따라서 일본 외환관리법에 근거한 기술 제안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 기관 등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서 보유한 규제 대상 기술의 예를 명시하고 있다51)
48) http://www.exportrules.com/itar/technical-assistance-agreement.html
49) http://www.fas.org/spp/starwars/offdocs/itar/p124.htm
50) 대량 살상 무기 등이란, 핵무기, 군사 화학 조제, 세균조제, 혹은 이러한 것들의 확산을 위한 장비 또
는 이들을 운반 할 수 있는 로켓 혹은 무인 항공기를 말한다.
51) 원자로 추진 장치, 전자기기, 정밀 측정 장비와 같은 규제 대상화물에 관련된 설계 및 제조를 위한 프
로그램 (자체 개발 및 응용 프로그램의 개혁을 행한 소스 코드로서 공개되지 않은 것), 규제 대상화물인
유독화학물질, 생물독소, 고성능 재료 등의 합성 ․ 분리 정제에 관한 노하우 등을 기록한 것 (논문이나
특허로 공표되지 않은 데이터와 기록), 규제 대상화물에 관련된 성능 평가 방법이나 실험 데이터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규제 대상화물을 염두에 둔 연구 활동에 필요한 규제대상의 연구 장비에 관련된 조

68 ∘ 신안보위협과 국가적 대응 : 방첩과 산업보안

일본 외환관리법은 제 25 조52) 및 제 48 조53)에 의하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등에 대해서는 기
술이전의 규제대상이 된다. 동시행령에 의해 ‘화물 수출’과 ‘비거주자에 대한 기술 제공
(업무거래)’를 하는 경우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
물’이란 물품 전반을 의미하고, 연구 장비 및 시료 등 연구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수출’이란 화물을 일본에서 외국을 향해 보내는 것이고, 수출이 행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은, 해당화물의 발송을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순간을 의미한다
고 한다. 물론 수하물에 의한 반입에도 적용된다. ‘화물 수출’이란 공동 연구시에 해외
에로 연구 장비와 시료를 반출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기술 제공’에는 자료 발표, 전자
우편 송부, 구두로의 전송을 포함한다.
<불법적 국제 기술이전에 대한 일본의 규제>
법령
특허법

보호법익

구성요건

벌칙

발명의 보호, 이용

10년 이하의 징역 /및/또

에 의한 산업의 발 특허권 침해

는 1천만엔 이하의 벌금

전

(법인에는 병과 가능)
10년 이하의 징역 및/또

부정경쟁방지법 공정한 경쟁질서

국제적인 평화 및
외국환 및 외국 안전의 유지
무역법
국가의 안전 등

영업비밀의

국외사용

및

개시
경산성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자로부터 비거주
자에게 특정기술을 제공

는 / 1천만엔 이하의 벌
금(법인에는 병과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및/ 거래액의 5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수출 등

금지
주무 장관의 명령에 따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및
지 않고 대내 투자를 실시 /100만엔 이하의 벌금

2) 기술규제와 국적 기준
일본 외환관리법은 거주자 ․ 비거주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54). 구체적인 거주자 ․
작 기술, 관리기술 등을 설명하는 문서, 데이터 등. 經濟産業省, 安全保障貿易に係る機微技術管理ガイダ
ンス, 平成 20年 1月 참조.
52) 제 25 조 (업무거래 등) 거주자는, 비거주자와의 사이에 다음에 제시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즉,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의 화물의 설계, 제조 또는 사
용에 관련된 기술을 특정 지역에서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53) 제 48 조 (수출 허가 등)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하게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행령(정
령)으로 정한 특정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종류의 화물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에 정하
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성 장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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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판단에 관하여는 해석 지침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주자의 예로 일
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사람이나 일본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이외에, 일본 내
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일본에 입국후 6 개월 이상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한다. 한편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있는 외국 법인 이외에 외국에 있
는 사무소에 2 년 이상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다른 국가에 체재하는 일본인은 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란 일반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등이고, ‘비거주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외국 국적의 사람으로 입국 후 6 개월 미만의 자, 일본 국적의 사람이라도
외국 법인에 근무하는 자나 2 년 이상 외국에 체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
는 사람을 말한다55).
기술 제공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기술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이뤄
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국내에서도 행하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해외 연수
생 등에 기술 제공을 하는 행위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무료이거나
유상이거나 관계없이 일본 외환관리법의 규제 대상 기술이면 그 제공에 앞서 경제산업
성의 허가를 취득해야한다.
<일본 거주자 기준>
거주자
일본인의 경우
① 일본에 거주하는 자

외국인의 경우
① 일본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

② 일본의 재외 공관에 근 ② 일본에 입국 후 6 월 이상 경
무하는 자

과한 자

법인 등의 경우
① 일본의 법인 등
② 외국 법인 등 일본의 지
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③ 일본의 재외 공관

<일본 비거주자 기준>
비거주자
일본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① 외국에 있는 사무소에 근무 ① 외국에 거주하는 자
하기 위해 출국하고 외국에 ②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체류하는 자

의 공무를 맡은 자

② 2 년 이상 외국에 체류 목 ③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수
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

행원 는 직원(단, 외국에

법인 등의 경우
① 외국에 있는 외국 법인
등
② 일본 법인 등 외국에 있
는 지점, 출장소 기타 사
무소

54) 일본외환관리법 제 6조 제 5 호 및 제 6 호 참조.
55) 일본의 거주성 판단에 대해서는 外国為替法令の解釈及び運用について（蔵国第4672号 昭和55年11月29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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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 자
③ 출국 후 외국에 2 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④ 상기 ① ~ ③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일시

귀국하고

서 임명 또는 고용되는 ③ 일본에 있는 외국 정부의
자에 한함)

공관과 국제기구

그 체류 기간이 6 월 미만
인 자
* 기타 미합중국 군대 등 및
국제 연합 군대 등

3) 규제방식
(1) 리스트 규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테러 활동의 예방 차원에서 대량 살상 무기 등이나 재래
식 무기의 개발 등에 관련된 화물의 수출과 기술 제공을 국제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규
제하고 있다. 규제 방식의 하나가 ‘리스트 규제’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 외환관리법 시
행령의 별표 등(이른바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화물을 수출하거나 비거주자에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경제산업성의 허가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리스트에는 무
기 자체에 대한 기술이외에, 다른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상용 제품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연구 주제가 군사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56).
허가는 크게 분류하면 안건별로 매번 취득해야 하는 ‘개별 허가’와 자주 관리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일정한 범위에서 미리 포괄적으로 허가를 취득하여,
수출 등을 할 수 있는 ‘포괄 허가’의 두 종류가 있다. 법령에 의해 일본 외환관리법 규
제와 관계가 깊은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일본 외환관리법상 규제리스트>
해당기술
원자력기술 (원자핵 반응, 중성자 공학 등)

규제 리스트
2 항, 15 항

에너지 ․ 환경기술

2 항, 15 항

정밀기계기술, 정밀가공기술, 정밀측정기술

2 항, 6 항

자동제어기술, 로봇 기술

2 항, 6 항

화학 ․ 생화학 (특히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 해독 물질)
바이오 테크놀러지 ․ 의학(특히 감염 ․ 백신)을 포함한 생물학

3항
3의 2 항

56) 일본 외환관리법제 25 조, 제 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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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고기능 재료기술 (내열재료, 내부식성재료 등)

4 항, 5 항, 15 항

항공우주기술, 고성능 엔진기술

4 항, 13 항, 15 항

항법 기술

4 항, 11 항, 15 항

○해양 기술

12 항, 15 항

○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 전자기술, 광학기술

7, 8 항, 9 항, 10 항, 15 항

상기의 설계, 개발, 사용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기술

(위의 각 항의 기술)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술

7, 8 항, 9 항 기술

* 규제 리스트에 있는 시행령(정령) 별표에 해당하는 번호를 나타낸다.
○ 표시가 있는 기술 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술은 대량 살상 무기 등과 관련이
깊은 기술이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2) 캐치 올(포괄) 규제
평성 14년 4월에 도입된 새로운 규제 방식으로 리스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에도, 제공 목적, 거래처의 정보 등을 판단하여, 제공하려는 화물 및 기술이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경제산
업성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이다. 규제가 되는 화물이나 기술은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화물, 그와 관련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화물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본 외환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판단을 행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등에 허가 신
청을 해야 한다57).

5.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과 수출
1) 범주
산업기술가운데 국내기술의 보호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해외로의 유출
을 방지하고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전기․ 전자분야 4개 기술, 자동차 분야 8개 기
술, 철강분야 6개 기술, 조선분야 7개 기술, 원자력 분야 4개 기술, 정보통신분야 6개
기술, 우주분야 5개 기술 등 총 40개 기술이 분야별로 최초로 선정되어 있다. 2008년
도에 몇 개가 지정되었다.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것은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 관
련제품 및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방산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관련 산업기

57) 日本機械工業聯合會․ 財團法人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 國際的制度調和に向けた安全保障貿易管理制度
比較․分析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平成 20年 3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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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해
당기술유출시 산업경쟁력이나 고용 등을 감소시켜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으며, 시장적 관점에서는 현재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제품에 내재된 기술로서 유출시 부메랑 효과가 발생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기술이라 할 수 있다.
2)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1) 수출의 개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외국기업 등에 해당기술을 매각 또는 이전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수출의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58) 여
기서 국내라 함은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므로,59) 국내에서 거래되는 기업간 수출
은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의미는 주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국내 이외
지역(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수
출에 대해 내국물품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중계무역 방식, 위탁판매, 외국인도,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등의
예와 같이 대외무역법상의 무역방식을 포괄하고 있다.
법령마다 그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설립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수출개념을 산기
법상의 수출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산기법에
서는 수출의 정의가 되어있지 않으며, 동법 제4 조에서는 타법우선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 법령의 수출개념을 원용할 수 있다. 산기법상의 수출이란 국경관리 차원
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국내기술에 대
한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인도, 제3지역에서의 교역은 물론, 전자적 전송에 의한 기술의
수출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주체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내의 외국인 또는 기업(법인 연구소 단체 조
합 협회 등 이 외국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60).
(2) 수출시점
국가핵심기술의 매각이나 이전에 의한 수출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해 기술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술유
출이 일어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은 계약서가 작성되어 해당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질

5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59)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60) 김민배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구, 인하대 보고서,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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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약 성립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서류상 계약 성립 이전이라도 구두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성립 시기는 유동적이다.
산기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출계약이 성립되면 지식경
제부 장관에게 수출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있어 수출의 시점과 기술거래의 시점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수출의 시점과 기술거래의 시점을 일치시켜야 하거나 적어도 수출보다 기술거래의 시
점이 앞서야 하는 이유는 행위순서상 기술거래계약이 수출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이다. 산기법상 기술유출에 해당하는 기술의 매각은 해외로의 기술매각 말
한다. 해외매각이라 함은 주로 기업을 해외의 다른 기업에 파는 활동으로 인수와 유사
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해산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로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한다. 합병과
인수를 의미하는 M&A가 그 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갖는 유체물
과 무체물의 재산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한 인수 합병과정에
서 해외로 유출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 이유는 인수합병의 지역적 범위가 국내
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양도와 라이선스
기술이전의 한 형태인 양도는 권리나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매각에 비
해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권리이전으로 볼 수 있다. 양도는 반드시 유상
양도 일 필요는 없으며, 지적재산권의 경우 권리변동을 크게 권리주체의 변동과 권리
객체의 변동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양도나 국가의 수용에 의해, 후자는 권리의 소멸이
나 내용의 정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허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후의 권리는
물론, 특허출원전의 권리도 양도할 수 있으며,61) 주체적으로 공유지분의 양도는 물론,
특정지역과 시간적 제한을 두고 양도할 수 있어서 기술이전의 범위에 권리가 포함되는
특징이 있다. 미완성 발명도 재화로써 양도행위가 유효하다는 미국의 판례62)도 있다.
기술의 양도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술거래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는 권리나 기술, 영업비밀 등의 무체물까지 포함되며, 기술거래는 크게 기술도입
과 기술수출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목적에 따라63)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에 대한 기술라이센스 계약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해당 권리의 소유권은 유보하고 실시권만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영업비
밀
)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61) 특허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62) Film Tech Corp. v. Allied Signal, 939 F.2d 1568, 19 U.S.P.Q. 2d 1508,1511(Fed. Cir., 1991).
63) 정병일,『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점에 관한 법적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6.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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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
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64)
노하우
는 산업이나 기술에서 어떤 실질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
는 정보나 실질적 지식, 기술, 숙련도를 말한다.65) 미국에서 법적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노하우는 Trade Secret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으며, 노하우가 법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Trade Secret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은 노하우를 ‘공업목적에 도움
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 공개되지 아
니한 기술적 정보 또는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등으로 정의를 내려 기술상
의 노하우로 파악하고 있다.66)
4) 산기법과 수출통제
(1)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은 다른 산업기술
에 비해 악영향을 미칠 범위가 훨씬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앞
서 해당 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라면 사전
승인을,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가의 지원없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자에 대해
서는 수출 전 신고가 있어야 한다. 물론, 신고대상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
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수단은 해당 기술에 대해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를 명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
진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국가핵
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
한 사항,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
과 방법,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등을
6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Restatement of Torts §757 Comment
(b).
65) 기업에서 종업원의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general knowledge and skill) 등을 노하우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Van Products Co. v. General
Welding &Fabricating Co. 419 Pa. 248, 213 A.2d 769,PA. 1965, pp263.
66) 노하우는 기술비결로 일컬어지거나 비밀리에 관리되는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용한 기술적 지식, 경험, 데
이터 및 기타 정보로서 이를 통해 소정의 산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면 노하우라 할 수 있다.정
갑주, 노우하우(know-how)의 保護, (재판자료 제56집 법원도서관), 226;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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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수출신고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준다. 만약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2) 수출통제의 위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수출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
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하게 된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예비․ 음모를 한
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5) 기술유출과 통제
(1) 기술유출의 유형
직접기술유출은 기술이전이나 거래에 있어서 제3자의 개입 없이 기술보유자와 인수
자의 당사자간 인적 ․ 물적 교류에 의한 직접적인 기술유출을 말한다. 해당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이고,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라면 대부분이 불법적인 해외기술유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다.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모든 재산이나 권리
가 함께 인수기업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피인수기업의 기술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에
서 직접기술의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수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해외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인력이동에 의한 기술유출의 대표적인 예는 스카우트(Scouting)에 의한 것으로, 여기
에는 해외기업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여 다국적기업으로 해당기술의 핵심인력을 스카
우트 하는 경우와 해외현지법인으로 해당기술을 아는 직원이 채용되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나 스카우트되는 자에게는 높은 연봉과 일정기간의 사내위치가 인정되지만 해당기
술의 개발비에 비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해당기술을 취득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스카우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67)

67) 국내업체가 205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을 2004년 5월 홍콩 Q사가 국내 엔지니어를 스카우트 하
면서 지급한 비용은 연봉 11억6천만원 정도. 시사저널,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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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에는 부품이나 장비 및 이에 체화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협력업체가 공
동 개발한 핵심 부품이나 장비를 경쟁업체에 수출 하는 경우나 협력업체가 경쟁업체로
하여금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비업체나 완제품등의 기술정보를 제공 하
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해외 현지 기업체가 기술을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해외에
제공된 설비를 하청업체가 경쟁업체에게 복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합법적 기술거래를 가장한 경우에도 나타난다. 기술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내로 완료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
에 필요한 기술은 모두 이전받고 기술거래계약을 위반 혹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를 들 수 있다. 기술제공조건으로 해외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기술이전 교육만 받고
기술거래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등이 합법적 기술거래를 가장한 기술유출로 볼 수 있
다. 기술거래에 있어서 당초 계약한 기술범위 이상의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있다. 예를
들면 기술거래가 이루어져서 해당 해외기업의 임직원이 국내기술제공업체를 방문하거
나 기술거래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한 기술범위보다 훨씬 많은 기술이 제
공되는 경우는 물론, 이 과정에서 노하우도 전수되는 예 등을 들 수 있다. 인수합병의
유형에 상관없이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기술을 취득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만, 이 기술이 최첨단의 국가핵심기술인 경우라면 해외로의 유출이 이루어질 것이 명
백하므로 중대한 문제가 된다. 적대적 M&A의 경우 기술유출이나 획득이 주된 관심사
이므로 별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2) 기술유출과 대응방안
인력이동에 따른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먼저 해당 기술의 연구자는 물론, 직․
간접의 관련자로부터 비밀유지계약서를 받는 일이다. 비밀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의 민․형사상 책임과 기업 및 국가가 받을 영향에 대해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계약서에는 해당기술 관련자의 채용시와 재직시는 물론 퇴직시의 해당기술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기술관계자 중에서도 특히 핵심기술 관련자는 정기․부정기
적 면담을 통하여 금전적인 문제나 근무여건, 가정의 문제등 제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당기술개발에 전념하도록 함은 물론, 해당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연구자가 퇴직할 시에는 재직중 관리했
던 연구/개발 및 노하우와 관련된 서류 등 일체를 반납하게 하고 채용시의 비밀계약을
환기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력이동의 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에 대
한 보상규정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인력이동에 의한 기술유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
다. 국가핵심기술로서의 부품이나 장비 등의 물적 자원 이동은 해당 기술의 개발자에
의한 이동도 있지만 협력업체나 해외에 진출한 인력,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서도 해외
로 유출될 수 있다. 물적 자원이라 하여 반드시 부품이나 장비와 같은 물리적 수단 뿐
만 아니라 전자메일이나 전자화된 정보보관수단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E-mail활용에 있어서 보안규정과 실제 준수여부를 파악할 방안을 강구하고, PC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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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안관리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제품의 설계도나 소스코드
등 핵심자료는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노출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
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거래는 계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시작되는 기술의 이전이므로 해외기업과의 계약
서 체결시 국가별 기술거래 전략과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
합병은 예견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적대적 M&A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의 폐단
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68).
미국 기업의 수출 관리 시스템의 경우, 특히 인텔과 오라클의 예를 보면 외국 국적
직원 관리에 중점을 둔 컴퓨터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직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외국 국적 직원의 관리는 규제대상 기술의 특정에서 시작되며, 직원의 국적 정보
의 수집 ․ 관리, 특정 기술과 국적 정보 조회, 직원의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순서대로
취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의 국적 정보의 수집 ․ 관리이다. 해외
에서 직원의 국적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차별 금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수집 ․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
기 때문이다.

<주요 미국 기업의 수출 통제 및 관리>
기업

수출 통제 및 관리 내용

인텔

. 규제 대상 지역(CC)의 국적을 가진 직원에게 다른 도메인을 할당하고, 다른 지
역과 구별.
. CC와 CC 이외 사이에 방화벽을 설정, IP와 특정 규제 기술 및 중요한 데이터
를 보호.
. 간주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국적을 파악 ․ 관리하고, 채용 ․ 배치를 실시

IBM

. 전세계 수출 관리를 네트워크화하고,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ERO)를 본사
내에 설치
. 수출시 허가 취득의 필요에 따라, 처리 기술 ․ 소프트웨어를 4 개의 범주로 분
류하여 관리.
. 도메인 제한의 자회사 또는 원격지로부터의 액세스 관리.
. 직원의 신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용에서 승진 ․ 이직까지 직원의 라
이프 사이클 을 통한 신원관리의 철저

68) 내일신문, [기술보국이 미래사회 희망]<5부>전문가에게 듣는다-김민배 인하대 법과대 교수, “핵심기
술, 규제·지원 병행해야” ,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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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 중앙 집권 형에서 분권형 수출 관리 체제로 전환 (2004 년)
. 허가 취득 안건마다 필요한 수출 관리 내용을 규정한 ICP을 책정

MPC . 상용 제품을 군사용도로 제안할 때에, 방위 서비스(기술 지원)조건을 붙이고,
Products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명확히 함
. 특정 장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리스트 작성
Conoco . 특정 거점 소프트웨어. 접근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
Phillips
와 확인 문서 기록
. 타국에 전근된 이전의 직원에 대한 간주수출의 리뷰 실시

6. 결론 및 정책적 고려 사항
1) 미국이 주는 시사점
최근 미국은 수출 통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최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기술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CCL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셋째, 기술수출 통제 내용이 복잡하고 정의가 명확
하지 못하다, 넷째, 대학과 산업계는 간주 수출에 대해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
다. 다섯째,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간주수출은 법의 허점이 많다. 여섯째, EAR
기술 규제의 사용에 대하여 ‘및’과 ‘또는’ ‘및’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6 가지 요건 중 하
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기술사용에 해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곱째,
간주수출의 규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국적 정의가 국가 안보라는 규정의 취지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국이 당면한 문제점은 차원이 다를 뿐 대부분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통제라는 현실적 문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미국은 다음과 같은 개선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간주 수
출 제도를 더 간소화시켜 미국의 안전보장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증진해야 한다. 둘
째, CCL을 적극 검토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깊게 관련된 군사적 우위와 기술 지식을
중점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CCL에 대한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독립적인 제 3
의 전문가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CCL의 규제 대상 기술 리스트는 매년 정기적으로 과학 ․ 기술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셋째, Trusted Entities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 조직
의 개인들이 계약에 따라 조직 외부에 기술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
다. Trusted Entities내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개별 간주수출 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 대상과 관련하여 출생 국가와 이전 영주국, 최근 시민권, 개인의 과거 혹은 현재
의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넷째, 연구지원과 성과물은 어느 연구를 지원하
고 있는 장비에 대한 지식과 연구 성과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다. 간주수출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종전의 기초 연구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의로 한다. 다만 정부 기관에, 예를 들면 기밀의 연구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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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에 대한 출판을 명확하게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도 논의한다. 다섯
째,‘사용’에 대한 간주수출의 제외규정이 되는 요건에 관련된 접속사 ‘및’과 ‘또는’에 대
해 논의한다.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및’과 ‘또는’ 논쟁을 봉인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Web을 사용하여 양방향 e -Learning 등의 활용을 촉진
하고, 간주 수출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행을 촉진한다. 미국이 제시한 개선방안
중 일부는 우리도 바로 적용해야 할 것들이다. 제도적 반영과 법률 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2) 일본이 주는 시사점
일본은 기업들이 해외에 기술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관리상 다양한 위험을 내포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복잡한 수출 규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독자적인 법령
준수 프로그램을 톱 다운으로 전달하여 구축 ․ 운영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출
규제 관련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령 준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영자에 의한 실행이며. CEO는 적용 가능한 수출규제법을 회사가 준수한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회사 임원은 구축한 준수 프로그램을 관리 ․ 운영을 위한 체제
를 정비하고, 수출통제법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직원을 자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관리책임자는 수출 담당자에게 수출 규제 준수 절차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다른 직원에게는 수출규제 준수를 환기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원 중에는 수
출 통제의 대상이 되는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고, 간주 수출 규정 위반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직원의 관리가 중요하다. 다섯째, 수출 관리 체제의 정비에 있어
서는 먼저 중앙 집권형 수출 통제 체제인가. 아니면 각 부문 수출 관리 권한을 이양하
는 분권형 수출 관리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정보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일본은 자국의 외환관리법에 기초하여 대학이나 연구소가 지켜야 할 기술정보
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벤
치마킹하여,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지침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특히 기술유출
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해 외환관리법을 빌려 규제를 시도
한 점은 우리들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침은 첫째, 특허출원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대학 등에서 연구 결과
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원된 기술 정보는 공개되기 때문
에 해외의 표적이 된다는 이유다. 특히 기술정보 중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예민한 기
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허를 통한 수익과 특허 출원 내용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위
험을 비교 형량하여 특허 출원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대학 등의 연구 성과발표에 대한 신중한 판단요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의 경우도 학술논문 발표나 특허출원의 경우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니
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규제 대상기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된 경우에
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구 성과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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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다. 미국에서도 군사용과 상업용이 동시에 가능한 이른바 듀얼유스(Dual-use·
양용기술)에 대한 보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테러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대학에는 새로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셋째, 기술보호의 차원에서 유학생 등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학
생 등에게 규제 대상 기술이나 소스 코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테러 위험국가로 의심받고 있는 국가의 유학생들이 본국에 귀
국해 군수기업 등에 취업 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구실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생명공학·항공우주 등 군사전용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의 경우
기술정보 관리를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기술 유출'이 자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영
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는 학문의 자유가 있고, 규제로 인해 학문연구가 위축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지침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지침은 대학의 기술정보관리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변화가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SCI 만능주의다. 한국에서 SCI는 대학평가
와 교수 능력의 잣대로 과도하게 포장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기술보호차원에서 볼
때 SCI 등에 게재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청년실업대란이지만 대학실험실 등의 경우 외국학생이 없으
면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수한 외국유학생을 한국에 정착시키는 제도적 장
치의 마련과 함께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큰 유학생이나 연수생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
해야 한다. 특히 듀얼유스의 경우 과학기술 차원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밀특허제도의 활성화와 이에 대
한 현실적인 보상도 마찬가지다.
3) 한국의 과제
세계적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기술개발과 기술보호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선진국들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바
로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다는 옛말이 다시 현실 속에서 부
활하는 이유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이 취급하는 기술의 종류 혹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관리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불
법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최상의 수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출 통제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이 있다고 해
서 스스로 기술유출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
기술 이전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의 관점과 국민경제의 차원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해
야 한다. 다섯째, 국제화에 따라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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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IT가 고도로 발전한 현
재에서는 규제 대상 기술이 순식간에 전세계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액세스 관리에 정보보안 등급을 원용하여, 보다 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현지에서의 기술유출 등이 부메랑이 되어 우
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일부 기술이나 산업의 경우 기술격차가 거의 없어져, 한국의
산업에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다. IMF 이후 가속화된 무차별적인 해외자본의 유입, 숙
련된 기술자들의 해외이동, 주요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등이 낳은 후유
증이라고 할 있다. 그러나 제 2의 IMF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기술유출에 대한 우
려가 일부나마 감소된 것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결과라
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물론 국가정보원 그리고 검찰․
경찰 등에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다. 산기법에 내재하는 규제적 성격에서 오는 기업들이 법
률에 대한 부담과 회피, 정부의 정책에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적 예
산의 미반영, 보안기술을 보안산업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의 미흡, 그리고 세제
나 금융 그리고 우선 구매 등에서 법률적 ․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숙련된 기술
자들의 전직 제한과 이에 대한 보상체계,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에 대
한 법적 대책 등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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