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이기덕입니다.
먼저 민족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바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국가정보학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빛내시기 위해서 축사를 해주실 이철우 의원님, 김한표 의원님과
격려사를 해주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실 남성욱 교수님과 윤정석 교수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해주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님,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님,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님과
한희원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표를 해주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인중 부장님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동식
박사님, 통일전략연구원 손광주 원장님, 토론을 해주실 김영수 교수님, 자유민주연구원 유
동열 원장님과 송봉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회원 여러분!
지난해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하시고,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신 이후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통
일문제가 국가 정책의 핵심적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의미있고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고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역
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봄을 앞두고 있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해빙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
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봄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회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신뢰에 기반한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북한내부의 변화
를 유도함으로써 우리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
다.
국가정보학회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문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나름
의 성찰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실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학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왔던 ‘정보와 통
일의 연계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정보와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분단 70년 동안 국가정보기관은 남북관계의 역사적 순간과 늘 함께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나지 않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1970년대의 7.4 남북공동성명, 1990년대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대의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관계의 역사적 순간들도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단 70주년과 통일준비의 원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가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그리고 회원 여러분!
국가정보학회는 올해 창립 8년차를 맞이하여 국가정보학의 외연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명실 공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학회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학회가 국가정보의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 권위의 학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
탁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통일에서 국가정보의 역할을 논의하고, 통일 과정에 장애요
인이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바람직한 국가정보활
동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정보의 역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들이 구체화되고,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져 통일한국의 값진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패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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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호전적, 폐쇄적이고 전략전술에 능한 북한을 상대로 통일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북
한의 내부 상황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정보활동
의 성공적 추진이 필요하다. 공개정보의 수집과 남북 간의 공식적 접촉만으로는 정확한
정보수집, 남북관계의 개선 및 북한의 변화 유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 10월 통일 시까지 서독 정보기관의 통일관련 정보활동 내용을 살펴보
고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2. 분단 시 서독 정보기관 현황 및 주요 업무
서독 정보기관은 국제정보를 담당하는 연방정보부(BND), 국내 보안정보를 담당하는
헌법보호청(BfV, 약칭 헌보청), 군사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보안국(MAD)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방정보부는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해외정보의 수집 및 분석과 비밀공작

(covert action) 업무를 수행하며 BND 부장은 차관급으로 총리실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보안정보 기관인 헌보청은 연방헌보청과 주 헌보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헌보청과
주 헌보청은 별개 기관으로 주 헌보청은 연방헌보청과 협조관계에 있을 뿐 연방헌보청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연방헌보청은 내무부 장관 산하 기관으로 수사권 없이 방첩 및
보안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만을 담당하며 수사업무는 연방 및 주 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헌보청의 주요 업무는 방첩, 국내외 극좌‧극우 극단세력과 테러세력에 관한 정보수집이며
헌보청장은 차관보급으로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국방부 산하에는 보안 및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보안국(MAD)이 있으나 군사정보
담당 조직이 없어 군사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는 연방정보부가 담당한다. 연방정보부와
연방헌보청의 직원은 각각 6,750명과 3,500명으로 조직규모가 큰 편이었으나 연방정부 내
에서의 위상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Gestapo)와 히틀러 친위대

(Schutzstaffel: SS)의 기억 때문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고 서독
정부도 정보기관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면서 정보기관의 역할을 가급적 제한했기 때문이
다.
연방정보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련의 서구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경보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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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바르샤바조약기구(WTO) 동향 및 동독내부 정세 파악이었다. 그러나 연방정보부는
동유럽 지역은 물론, 중남미 및 중동지역에서도 탁월한 첩보능력을 보유, 1962년 소련의
쿠바미사일 배치, 1967년 6월 중동에서의 ‘6일 전쟁’ 발발, 1968년 소련의 체코 침공 징후
를 가장 먼저 예측하여 미국 등 우방국에 통보하는 등 서방권의 정보역량 강화에 기여했
다. 그러나 연방정보부가 총리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해외정보도 지원토
록 되어 있어 중점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다.
헌보청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베를린 지역이 전 세계 정보기관의 각축장
이 된 데다, 서독 내에서 동독과 소련의 첩보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각종 테러
활동과 반전‧반핵 시위로 국내정세의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3. 서독 정보기관의 통일관련 활동 내용
가. 분단 이후 베를린장벽 붕괴 시까지
(1) 개요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까지 서독정보기관들은 정보기관의 네 가지 임무 가운데 정보수집
및 분석과 보안‧방첩 분야에는 큰 관심을 가졌던 반면, 비밀공작에는 소극적이었다. 왜냐
하면, 동‧서진영 간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동서독이 주전장(主戰場)이 될 가능
성이 많아 소련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경보 체제 구축과 군사적 충돌 대비를 위한
첩보수집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이다.
또 서독 내에 동독첩자가 4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련과 동독의 NATO와
서독에 대한 첩보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보수집과 보안‧방첩 활동의
필요성은 높았던 반면, 1962년 쿠바미사일 사건 이후 동‧서 간에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선전‧모략 등 비밀
공작 활동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2) 첩보수집 및 분석
서독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 목표(target)는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 및 동
독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유럽 국가들도 중요한 정보목표가 되었다. 중점수집 대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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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서도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내부 동향, 군사력, 전투능력, 병력 및 장비 배치현
황, 방어체제 및 동유럽 위성국가 내부동향 파악이 전체 업무의 50% 가까이 차지했다.
특히 BND는 소련, 동유럽 및 동독 내 첩보망과 통신감청을 통해 NATO의 조기경보 체제
운영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동향 파악에 기여했다.
동독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도 동독 내부정세 파악보다는 동독주둔 소련군의 배치상황,
군사동향 및 동독지역의 전투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어 동독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제원
및 상태, 지역별 인구와 군사배치 상황, 병원 침대 수 등 군사관련 상항을 파악하는데 중점
을 두었다. 동독내부 동향과 관련해서는 동독지도부의 동향, 경제 상황, 정부-주민 간의
관계 및 주민 여론, 민권세력과 정치적 반대자들의 동향, 슈타지‧검찰‧경찰‧법원 등 국가
기관의 인권탄압 사례와 대서독 정책 관련 동향을 수집하는데 치중했다. 주요 성과로는

1961년 8월 동독의 국경차단 시설 설치계획 수집, 1985년 이후 동독 내에서의 갤럽식 비
밀여론 조사를 통한 민심동향 파악, 동독 정권의 정치적 악행 사례 수집, 1989년 여름 밀
케 보안부 장관의 비밀발언 내용 수집 등이 있다.
특히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폴란드 등 동유
럽 국가에서 탈공산‧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자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의도와 동향,
집권층 내부의 갈등관계, 구성공화국의 독립운동 징후, 동유럽 국가들의 탈공산화 동향,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경제 상황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와 관련, 고르바초프의
등장 초기부터 그의 개혁정책의 진의가 경제악화로 데탕트 정책과 내부 개혁을 추진하려
는데 있다는 점과, 소련이 멀지 않아 동유럽을 포기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
동유럽의 탈공산‧민주화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한 것 등은 대표적 성과로 지적된다.
(3) 비밀공작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연방정보부는 역정보(disinformation) 유포와 심리전 활동
등 비밀공작 활동에는 관심이 적었다. 소련 및 동독의 엄격한 주민통제로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데다 역정보의 유포보다는 소련과 동독의 첩보활동과 허위선전 및 심리전 활동
에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서독정부의 심리전 활동은 군부가 담당하고 TV‧방송을
통한 백색 심리전 중심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동독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방송인 RIAS 라디오 방송은 1946년 베를린 주둔 미국
점령군 사령부(실제로는 CIA)가 시작하여 통일 시까지 지속되었으며 1953년 6월 동베를
린 노동자 봉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자유베를린방송(SFB), 독일방송(D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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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국영방송(ARD)도 심리전 활동에 기여했다.
또 서독은 1960년대까지는 동독군 사기저하를 위한 국경에서의 확성기 방송, 동독 병사
와 주민의 탈출을 권고하는 전단 살포 등도 추진했으나 1972년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후
에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4) 보안 및 방첩
보안 및 방첩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서독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다. 첫째, 동독 슈타지(Stasi)가 서독 하원의원과 연방정보부 및 연방헌보
청 고위 간부를 공작원으로 포섭하고 간첩 기욤을 브란트 총리실에 침투시키는 등 활발한
공작활동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둘째, 소련도 서독을 NATO 관련 정보 및 서방 선진기술
수집 기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NATO의 기밀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방첩활동이 필요
했다, 셋째, 1972년 ‘검은 9월단’의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 테러, 1968년 4월
리비아의 서베를린 디스코테크 폭탄 테러 등 대형테러가 발생하고 슈타지의 사주를 받은
좌파 및 반전‧반핵 시위가 빈번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헌보청은 오랜 추적 끝에 동독 간첩인 브란트 총리의 비서 기욤을 적발하고 이중용도
물품의 이락, 리비아 등 제3국으로의 수출기도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슈타지의 침투활동이 워낙 교묘한 데다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의 증가로 1980년을 전후하
여 매년 7∼800만 명의 동서독 주민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2만 여명의 동독인이 서독
으로 이주하는 등 동독 간첩의 서독침투 여건이 대폭 호전되어 방첩활동 성과는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다.

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시까지
(1) 개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서독 정보기관의 주 임무는 통일정책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방정보부는 동독 및 소련의 내부 동향과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효과적인 정보지원으로 독일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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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첩보수집 및 분석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콜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연방정보부의 모
든 역량은 통일관련 정보수집에 집중되었다. 동독관련 정보 가운데서는 동독정부와 주요
인물들의 동향, 정책 방향, 경제 상황, 시위상황과 통일문제에 대한 동독주민의 태도, 소련
과의 관계 등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외국관련 정보 가운데는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소련의 태도, 소련-동독 간의 관계와 소
련의 동독지원 동향, 고르바초프 체제의 안정성, 소연방 구성공화국 내부 동향, 독일통일
문제에 대한 프랑스, 영국, 폴란드의 태도 등이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연방정보부는 동독 경제상황 및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외부
지원 없이는 지탱하기 어렵다는 점, 1990년 이후 소련의 대동독 경제지원이 중단됐다는
점,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연방 해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콜
총리가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통일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3) 비밀 공작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통일 시까지 서독 정부기관의 비밀공작은 밝혀진 것이 없으며,
특히 동독주민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공산지도층의 부패 및 호화생활 등 비리 폭
로가 동독 공산정권 붕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서독 언론이 자발적 보도한 것일 뿐
정보기관의 역할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동독 공산정권 붕괴 후 동독 고위층이 동독주민의 분노를 피해 서독으로 망명하고
서독 정부가 동독 군부 고위층들과 접촉, 통일 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 거주토록 하는 등
특별 배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서독 정보기관의 중간 역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밝혀진 사항은 없다. 따라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이 미친 영향은 미미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보안 및 방첩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통일 시까지 헌보청은 동독 및 소련의 간첩 색출, 혼란을 틈탄
국내 및 외국 극단세력의 동향 파악, 테러분자의 색출 등 헌보청 고유업무 외에 동독 탈출
민과 동유럽 지역 외국인의 동향 파악 업무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밝혀진 활동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일에의 직접적 기여는 미약했던

제1세션_통일준비와 국가정보의 역할 9

것으로 평가된다.

다. 평가
독일분단 시 서독의 정보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일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다. 첫째,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까지 NATO의 일원으로써 NATO의 대소 조기경보
체제의 구축과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동향 수집을 지원함으로써 서방의 냉전승
리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서방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확보, 독일통일 과정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동독과 소련이 폐쇄체제여서 정보활동 여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 신호정보 수집
능력의 강화, 이주민‧여행자를 활용한 정보 수집, 미국 등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NATO와 서독정부의 정보요구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었던 것
으로 평가된다.
셋째, 1985년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 등장 이후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의 의도와 배경
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련이 경제부진으로 동유럽을 포기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함
으로써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콜 정부가 신속한 통일을 조기에 결단하는데 기여했다. 또
베를린장벽 붕괴 후에는 동독 지도부와 민심 동향, 소련의 대동독 경제지원 중단 사실, 동
독 공산정권이 재정난‧경제난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정확히 간파, 콜 정부
가 동독이 제안한 공동체통일방안에 의한 점진적 통일계획을 거부하고 동독의 자유선거
실시를 압박, 신속한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미비점도 있었던 것으로 펑가 된다. 첫째, 동독에 대해 인간정보

(HUMINT) 수집역량 강화에 노력했으나 동독 정치국 등 주요 정보출처에 대한 첩망부식
에 실패했고 동독에 부식된 BND 공작원의 90%가 동독 Stasi의 이중공작원이었다는 점
등에서 인간정보 수집노력은 완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동독의 전체적인 경제 상태는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나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량과 생산성, 기업 재무상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콜 정부가 통일비용을 낙관적으로 추정토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중요한 실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보안‧방첩 분야의 활동은 극히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 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독 내 동독 간첩이 3만 명에 달했으나 4천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고 서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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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정부기관, BND 및 헌보청에도 동독 공작원이 부식돼 있었으나 적발한 경우가 드물었
고, 뮌헨올림픽과 서베를린 디스코텍 테러를 예방하지 못했다.
넷째, 동독 평화혁명 과정에서 미국 CIA가 동독 Stasi 문서를 대량으로 빼돌려 갔으나
서독정보기관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통일 후 독일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일부 문서의 사본을 제공 받는 수모를 겪었다.

4.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사점 및 교훈
독일분단과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서독 정보기관의 역할과 활동은 한국 정보기관의 통
일관련 정보활동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정보역량을 핵심목표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이다. 서독 BND의 경우 전체 정보역량의 40∼50%를 소련 및 바르샤바조약
기구의 군사동향에, 30∼40%를 동독에 투입함으로써 냉전에의 대응과 분단관리 및 통일
에 기여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북한과 주변 4대국에 정보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정보활동 여건을 냉정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정보수집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이다. 서독은 물론, 미국도 냉전시절 동독 및 소련 핵심부에 대한 첩망 구성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동독과 소련에 부식한 BND와 CIA 공작원의 90%가 Stasi와

KGB/GRU의 이중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핵심부에 대
한 정보망 부식에 노력하기보다는 신호정보(SIGINT) 등 기술정보 수집능력 강화와 새로
운 인간정보 출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경제상황 파악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 경제상황은 남북
간의 군사 및 체제대결은 물론, 통일계획 수립에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서독의 경우
민간연구소 간의 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독경제 상태 파악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주로
거시경제 동향에 관심을 갖은 데다, 1969년 이후 공식적인 동독경제 평가 시 동독정부 발
표 통계에 의존함으로써 생산량, 노동생산성, 분야별 기술수준, 기업소의 재무상태 등 미
시경제 파악에 소홀함으로써 통일비용 추정에 큰 오류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울러

NATO는 매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경제동향을 재점검, 경제지표들을 개선해 나갔으나
서독은 이들 정보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3년 주기로 전체적인 경
제추세를 파악하는데 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경제 상황을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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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매년 새로이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독일정보기관은 비밀공작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우리는 비밀공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에는 통일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데다 동독의
변화는 소련변화에 종속되므로 미국의 대소련 공작 외에 동독에 대한 별도의 비밀공작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했던 데다 대동독 심리전 활동은 군과 국영방송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북한변화를 위한 수단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보기관의 적
극적인 비밀공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독의 경우 정보기관이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나, 국영 및 민간 방송
국의 대동독 심리전 방송은 외부정보의 유포 통로로서 동독 공산정권의 정통성 침식시키
고 서방사회에의 동경심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독일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다. 우리의 경우 북한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전 노력이 필요하므로 남북관계의 개선
에도 불구, 적극적인 심리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방첩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서독의 경우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 과정에서 동서독 주민 간의 접촉기회가 증대한 데다 공산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이완
됨으로써 Stasi 공작활동의 온상을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초대 헌보청장이 동독으로 탈
출하고, 통일 직전 헌보청 및 BND의 고위 간부가 Stasi에 포섭되어 있었으나 이를 적발
하지 못했다. 우리의 경우도 종북세력의 국가기관 침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징후가
있다는 점을 감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방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서독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도 통일에 대비, ①북한 집권층의 부패‧호화생활 등
비리첩보 수집, ②북한 정부 및 공직자들의 개별적 인권탄압 사례 수집, ③북한 엘리트
계층과의 간접적 접촉 채널 구축, ④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여론조사 방법의
개발, ⑤북한 비상사태 시 주요 문서 및 우상화 기념물 보호대책 강구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맺는 말
서독의 경우 동독이 비교적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동서독 간의 접촉과
교류가 많아 평소 정보기관의 활동이 별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적절한 정보목표
의 설정, 핵심 정보목표에의 집중, 정확한 정보판단으로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독일통일에

12 한반도 통일과 국가정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 극도의 폐쇄체제인 데다 가혹한 억압과 사회통제로 정보수집과 외
부정보의 유포가 매우 어려워 정부 간의 공식 접촉이나 민간분야 교류를 활용한 북한변화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고 후유증 없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효율적, 창
의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서독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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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뉴스와 정보를 좇는 한국 언론인들은 언제나 배가 고프다. 취재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 접근이 막혀있는데다, 정보 제공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 및 북한 주민과의 접
촉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정보 당국은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과 정보원

(源)의 누출 등의 이유로 대북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마저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우리의 탐지능력이 노출된다며 설명을 꺼려 오히려 국민을 불안
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과 독자들의 관심은 그 어떤 뉴스에 대한 갈증보다
크다. 분단국에서 군사분계선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더구나 북한이 세계 최악의 통제국가여서 더욱 호기심을 자극한다.
효율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북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
한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괴리 속에서 언론이 잘못된 북한 관련 뉴스를 전파하는 부작
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서독은 남북한보다 훨씬 소통이 잘 됐지만 통일 이후 서독은 동독의
경제력을 포함해 많은 판단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정보 차단의 정도
가 강한 만큼 우리가 그리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실상과 다를 가능성은,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보는 대부분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보도가
될 경우에도 북한측의 반론이 없어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북한이 통상적으로 남한의 보도
에 대해 부인이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북한 전문기자들이 소스
가 불명확해도 “일단 쓰고 보자”는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취재 기자의 희망적 사고가
반영돼 결과적으로 틀린 전망을 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 이데올로
기에 오염된 왜곡 정보가 언론에 제공돼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의 단초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북한 보도를 위해서는 언론이 일차적으로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정
부와 정보당국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북한 정보를 통제하면 결과적으로
왜곡된 북한 실상이 국민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통일준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1.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남북 정보 전달(심리전)의 역전 현상
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엄청난 정보 전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남한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는 통로는 철저히 차단된 반면 북한 정보는 남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파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행보와 발언이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남한 국민은 심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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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일방적 선전과 왜곡정보 전달을 차단하는 노
력이 시급하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왜곡정보에 계속 누출되다 보면 북한을 제대로 판단하
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불거진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논란은 남북관계에서 대북정보와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남북의 역전된 정보전달
또는 심리전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신 씨는 14호 수용소에서만 지냈다는 증언을 번복하고 여섯 살 때 18호 수용소로 옮겼
다고 밝혔다. 13세 때 어머니와 형의 탈출 모의를 밀고해 두 사람의 처형을 14호 수용소에
서 지켜봤고 본인도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의 근거도 사라졌다.
신 씨가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를 상대로 거짓증언을 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신
씨 한 사람의 증언 번복을 이유로 탈북자 전체의 신뢰성까지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대응
이다. 신 씨를 포함해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고통을 증언할 때는 별다른 관심
을 보이지 않던 매체와 국민이 갑자기 비판대열에 가세하는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1982년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토대로 했던 제주도 위안부 기사를
지난 해 취소한 뒤 벌어지고 있는 위안부 부인 광풍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신 씨의 증언 번복은 북한이 지난 해 10월 그의 부친 등을 동원해 거짓이라고
주장한 뒤 이뤄졌다. 신 씨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수
용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신 씨의 주장이 거짓말투성이라면 북한은 그가 2007년 수기집

‘세상 밖으로 나오다’를 국내에서 출간했을 때는 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을까. 북한은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도자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될 가
능성까지 제기되자 위기를 느껴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북 삐라 문제도 남북 심리전의 왜곡 현상을 보여준다. 북한에 자유세계의 소식을 알리
기 위한 삐라 살포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북한이 무력보복 협박을 하자 기다렸
다는 듯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은 심리전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2. 북한 정권 보다 주민에 대한 접근 노력 필요
북한 세습권력은 언젠가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독재자와의 악수가 아니라 남북 국민의 포옹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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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분단 70년을 보내며 극심해진 남북 동포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실상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이
함께 해야 할 일이다.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3. 언론과 정부 당국의 공조 강화
정부와 정보당국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 유독 비밀주의와 독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보 제공을 제한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나친 조심은 정부
의 정보획득 능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신동혁 씨 경우에도 정부가 최소한 북한이
대응 선전전으로 나왔을 때 개입했더라면 사태가 지금처럼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IS에 납치된 일본인 사건에서 보듯 일본 정부와 언론은 국익이 관련된 중요 사안
이 발생하면 긴밀하게 협력한다. 정부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협조를 부탁하고 언론은 개별
행동을 자제한다. 이런 공조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국론 분열, 정부와 국민의 대립을 막
는 역할을 한다.
대북문제야말로 언론과 정부의 공조가 요구되는 분야다. 국가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언론의 북한 정보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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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M, 법학박사, 경찰위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 국가정보원(nis),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Ⅰ. 서언
국가정보기구는 주권국가의 올바른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에 정보서비스를 부단하게 제
공하는 필수적인 국가기구이다. 논리의 당연한 귀결로 통일 대박론과 관련된 정보서비스
를 위해서는 통일부처나 통일전문가들의 식견이나 인식 수준을 넘어서는 통찰력과 전문성
이 요청된다. 또한 통일관계자들의 통일비전, 통일계획과 전략을 소상하게 알아야하고, 통
일의 상대세력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통일담당자 보다 더욱 탁월하게 가져야 하고, 통일
유관국가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 세력(국제기구, 국제 NGO)들에 관한 정보서비스 역
량도 구비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염원(念願)을 넘어선 실질적인 역할은 불가능
하고 그럭저럭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방임적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다.1)
이처럼 정보기구는 통일담당부처의 통일에 대한 인식수준, 방법론, 통일 결과에 대한 희
망, 통일에 대한 정체성 등 제반 가치를 알아야 통일 대박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활동
과 역량구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통일부는 2015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협
업(協業)’을 통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북
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준비라는 3대 통일추진 전략
을 제시했다.
그 타당성은 수준 높은 이념적 토론이 필요한 아젠다이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최소한 업무보고 준비부터 제반 유관부처와 협조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뜬구름 잡는
개념인 협업으로 통일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보기구의 임무는 또한 뜬 구름 잡듯이
추상화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무엇보다 통일부는 스스로 제시한 화두인 협
업(協業)처럼 과연 국가정보원(NIS)과 협업적 업무보고 준비를 하였는지가 궁금하다. 여
하튼 논리적으로 통일 업무보고 내용을 알아야 국가정보기구의 구체적인 역할 문제가 뒤
따를 것이다. 이에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개략한다.

1) 본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통일토론과 필자의 국가정보 논문과 저술을 기초로 하여 2015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개략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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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개관2)
○ 일시: 2015년 1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청와대 영빈관
○ 부처: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1.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국민이 “참여”,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
- 실질적 통일준비’와 ‘남북관계 발전’ 목표 ◎ ‘통일 한반도 청사진’ 제시를 통해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학교통일교육 개선 및 체험교육 강화
◎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및 남북공동행사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등) 개최 추진
◎ (가칭)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추진, (가칭) 한민족 생활문화편람 편찬 추진 등 문화적
융합 기반 마련
◎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남북 경제 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
□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준비
□ 3대 추진전략을 위한 6대 추진과제
△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① 통일공감대 확산
-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통일 한반도 청사진 제시(통준위, 평통 등)
- 범사회적 통일문화운동 전개(문체부, 통준위 등)
② 통일시대 주역 양성
- 통일미래 세대(청소년) 학교통일교육 내실화(교육부, 시 도 교육청 등)
-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행자부, 인사처 등)
- 탈북청소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교육부 등)

2) 통일부, http://2015plan.unikorea.go.kr/2015plan/index.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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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③ 광복 70주년, 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척
- 남북대화 추진
-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문체부, 국조실, 통준위 등)
-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 개척(농식품부, 복지부 등)
-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 통로’ 개척(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한 ‘문화 통로’ 개척(문체부, 문화재청 등)
④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 거점으로 발전(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
-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추진(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등)
△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준비
⑤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 北비핵화 진전⇔남북관계 발전 의 선순환 정착(외교부 등)
-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 강화(외교부 등)
⑥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
- UN‧주변국과 협력,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외교부, 환경부, 국토부등)
- ‘남‧북‧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외교부 등)

○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이 담긴 ‘통일헌장’ 제정
- 문체부, 통준위 등과 협업하여 범사회적인 통일문화운동 전개
- 광복 70주년 계기로 (가칭) ‘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통일문화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통일 관련 조형물 설치와 함께 전시‧공연 개최 계획
○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학교통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해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통일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 청소년용 기본교재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 및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014년 개관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연인원 3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미래체험연수’를
실시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음.
- 범정부 통일준비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르켈 프로젝트’ 등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시대
주역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임.
* 메르켈 프로젝트 : 탈북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멘토링하여 통일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공동 행사도 개최할 계획임.
-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해 나가며,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드레스덴 구상 ‘3대
통로’ 등의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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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통로’(민생 환경 문화) 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북한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보건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해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
△백두대간 보호 및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기존 구상을 본격 실천해 나갈 계획임.
-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 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을 추진하여
‘겨레말 큰 사전 편찬’,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 예술 교류협력 성과물을 전시 홍보하고, 민간단체
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는 등 ‘문화통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민족문화유산을 보존
하는 차원에서 △평양 ‘고구려 고분군 공동발굴’ △‘씨름’ 등 유 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임.
- 남북의 의식주 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하여 (가칭) 한민족생활문화편람 을 편찬함으로써
남북 주민간 이질화된 생활양식에 동질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그리고,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호혜적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3통 합의 이행 제도 개선 및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본격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모자보건(탁아소, 의료지원 확대) △민생협력(주민 생활여건 개선) △환경협
력(조림사업) △문화협력(공동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도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 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한반도 국토개
발 마스터플랜’은 국토부 등과 함께 수립해 나갈 것임.
□ 외교부와 협업하여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국내-남북-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한편, 남북간 협력도 병행
○ 또한, △UN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추진 △‘남 북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시대의 사명으로, 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 이를 위해 통일부가 범정부 통일준비의 중심부처로서 2015년이 “행복한 통일시대의 문을 여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2. 통일 대박론 보고 주요내용 개관
그동안 각 정권의 통일 업무는 연속성이 단절된 채 항상 새롭고, 통일부는 기회만 있으
면 업무와 조직을 확장하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26 한반도 통일과 국가정보

가. 통일부의 야심찬 사업계획과 조직

○ 통일헌장 제정
○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 통일준비인력의 체계적 양성: 부처별 통일 업무 전담관 지정
○ 광복 70주년 남북공동 행사: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추진
○ 다목적 기능의 거점(허브) 마련: 지방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겸 통일교육
○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축
○ 2015년의 목표 =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의 해: 분야별 추진계획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
▲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 필요 조직과 행사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및 남북공동행사
-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
(가칭) 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가칭) 한민족 생활문화편람 편찬 추진
(가칭) ‘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문화행사
.. 메르켈 프로젝트
.. 겨레말 큰 사전 편찬
..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 예술 교류협력
..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 추진
.. 남 북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나. 정부가 설정한 통일준비(統一準備)의 개념(槪念)
통일부는 통일준비를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대한민
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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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업(協業)을 통한 통일준비 - 가능하고 타당하고 공감되는가?
전략1. 국민이“참여”하는 통일준비
전략2. 북한과“함께”하는 통일준비
전략3. 국제사회와“더불어”하는 통일준비

Ⅲ.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한 정보학적 숙고(熟考)
통일을 북한과 함께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 방법론은 무엇일까? 과연
가능하고 합당한가? 이 경우에 국가정보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까?

1. 계획만 있고 방법은 없는 통일업무보고3) - 조선일보
필자도 논지에 일정부분 공감하므로 그대로 전제한다.
통일‧외교‧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19일 대통령 연두 업무 보고의 슬로건은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시대를 열겠습니다’였다. 4개 부처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업무 목표를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설정했다. 그에 따라 보고에 담긴 대북 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구체화됐다.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와 나진으로 가는 남북종단철도 연결 시범 사업, 서울‧평양에 각각 남북
겨레문화원(가칭) 교차 설치 등이 포함됐다. 과거 남북 관계가 좋았던 ‘햇볕’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간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목표 달성
을 위한 수단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업은 대부분 북한이 손뼉을 마주쳐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
려면 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보고에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빠져 있다.
북한은 현재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로 문제 삼다가 우리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빨리 한‧미 훈련 중단으로 조건
을 바꿨다. 18일에는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5‧24 조치’ 해제까지 거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
서 ‘5‧24 조치’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한‧미 훈련 중단은 불가(不可)라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어떤
수를 써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지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후 “북한이 호응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은 대통령 보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다. 류길재 장관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
게 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내년 업무 보고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들을까 걱정이다.

3) 조선일보,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0/2015012000332.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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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연 북한의 통일 전략전술은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북한과 함께하자는 우리의 협업 통일론에 대비되는 북한의 통일정책은 무엇일
까? 북한의 통일정책은 없는 것일까? 무력적화통일론은 바뀌었는가? 그동안 소위 진보진
영이 통일 논의를 주도하면서, 그들은 한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남북한 누구
에 의해서 통일이 주도되어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견해를 대한민국 사회 속에 깊숙하게
침투시켜 나갔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념적으로 양립불가능한 말, 즉 ｢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라는 언동도 거침없이 했다. 그런데 2015년 통일 업무보고에서 북
한과의 협업(協業) 통일이라는 변형된 통일염원이 또 다시 등장했다.
북한에 의해 통일(統一)이 이룩되어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 그 자체
가 최고의 가치라고 역설하면서 자신들만이 통일의 열망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했었다. 그들은 통일을 ‘민족의 염원(念願)’ 이라면서, 글 뒤에 날짜를 쓰는 경우에도

1990년에 8월 15일 발간하는 책은 “통일염원 45년 8월 15일” 식이었다. 1945년 8월을 분
단기원으로 삼으면 1990년은 45년이 되는 해라는 것이다. 그들은 남침 전쟁까지도 통일을
위한, 즉 통일염원을 이루기위한 민족의 행동으로 정당화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통일
논의에서 ‘결과 부분’을 삭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던 그들 좌경과 진보세력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의 경제가 파탄 나며,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던 1990년 중반이후부터
통일 논의를 줄여 나갔다. 그들은 지금 통일이 이룩된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의해 흡수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으리라는 현실에 좌절하는 한편, 북한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다른
통일 담론(談論)을 개발했다. 갑자기 통일에 대해 함구하거나 통일을 서서히 이룩해야 할
일 정도로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통일을 염원이라고 외치던 세력들이 지금 통일을 이룩
하면 곤란하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2015년 통일부의 북한과의 협업
통일은 그동안 좌절했던 좌경과 진보세력의 통일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그
추이가 주목되고 엉뚱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세계가 예측하는 한반도 통일 - 올바른 정보판단
김정일 후반 그리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 세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북한 붕괴,
대한민국 주도적인 통일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김정일이 사망한 해인 2011년 2월 미국
의 TIME지는 ‘ 김정일이 죽는 것만이 북한의 희미하지만 유일한 희망’ 이라는 기사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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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직후인 2011년 12월 31일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Economist)지는 “김정은을 어떻게 권좌에서 쫒아내느냐의 여부는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물론이고 질곡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특집을 게재
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단적으로 2015년 북한정권은 붕괴될 집단이라고 못
박았다.4) 결국 국제사회는 통일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조선 노동당(朝鮮勞動黨) 등 집
권층으로 보고 있음이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통일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들과 함께 협업하여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인 통일을 이
룩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논리의 당연한 결과로 이념선택의 치열한 전쟁인 통
일준비 구성원은 그 어떤 집단보다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균질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통일에 정통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4. 통일대한민국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정보기구의 숙명
북한과의 협업 통일론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 사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통일 후 한반
도에 들어서게 될 국가의 정체(政體) 및 국체(國體), 즉 아이덴티티를 따질 수 있는 심리
적인 자유가 없었다. 제시된 통일방안들이 민족 공동체, 연합(聯合), 연방(聯邦) 등 북한의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두거나 적당하게 수정하는 수준에서 결합하자는 내용들이 통일
논의를 압도하였다. 자유통일(自由統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경론자, 반통일
보수주의자, 대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낙인찍혔다.
통일부나 통일준비위원회가 깊은 뜻이 없이 수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북
한과 함께하는 협업 통일론(協業 統一論)도 논리적으로는 그 연장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협업통일론은 정보기구에게는 적지 않
은 의문과 정보활동에 혼동을 제시하는 용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통일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통일을 왜 이룩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표”가 없는데 전략과 정책이 나올 수는 없다. 논
리의 당연한 결과로 제대로 된 국가정보활동이 있을 수도 없고, 정보서비스를 할 수도 어
렵다. 통일부나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분들이 통일이 되면 나라
이름도 바뀔지 모르고 수도도 바뀔지 모르고, 국가도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 한 것

4) 중앙일보, 오바마, 북한 붕괴 첫 언급 … 군사 조치보다 인터넷으로 압박, 2015.01.26, http://joongang.
joins.com/article/aid/2015/01/26/16584697.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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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적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르는 위험성이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의 정체성
은 재통일 독일의 경험이 이미 압도한다.

5. 통일 대박론에도 양보할 수 없는 통일 정체성(正體性)
가. 통일은 전쟁 = 국가정보활동 이념의 지상명령
통일은 그것이 무력통일이건 평화통일이건 이념 대결의 전쟁(戰爭)이다. 단적으로 통일
은 독립된 주권국가의 결합이다. 같은 나라였다가 이념문제로 분단국이 된 경우에는 ‘타협

(妥協)’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독재정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본질적
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산독재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적당한 비
율로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분단 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결국
통일은 한편이 상대방을 이념적으로 완벽하게 제압했을 때만 완성된다. 베트남처럼 북쪽
의 공산정권이 전쟁에서 승리하던가, 독일처럼 동독이 서독에게 굽히고 들어오는 경우 이
외에 통일의 방법은 없다.
나. 통일된 한반도의 국호(國號) = 대한민국(大韓民國)
따라서 통일을 이룩한 한반도의 국가 이름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거나 혹은 조선민주
주의 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일 것이다. 재통일 독일의 나라 이름은 서독
이 쓰던 FRG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며, 남베트남과 북 베트남이 통일 한 이
후 이름은 북 베트남이다. 역사상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통일을 이룩한 경우 통일방정식
은 서독+동독=통일독일=서독이거나 남베트남+북베트남=통일베트남=북베트남 두 가지
방법이다. 그럴 경우에만 통일 후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일을 주도한 세력의 헌법, 수도, 국가 등이 통일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5) 단적으로 지리적으로 한곳에 치우쳐 있지만 통일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 즉
북베트남의 수도 그대로인 것이 잘 말해준다.

5) 다만 통일을 이룰 때 까지 본을 임시 수도로 생각했던 독일은, 이미 정해두었던 대로 통일을 이룩한
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겼다. 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 북한정권 붕괴-흡수통일-통일시기 놓고
열띤 논쟁http://www.newsba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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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한국의 정체(政體)는 민주(民主), 국체(國體)는 공화국(共和國)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주권은 국민에 있는 나
라가 민주국가로 왕이 지배하는 나라도 노동자 농민의 독재국가도 아니다. 민주공화국이
현재 북한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의 지배이념이 되게 하는 것이 통일의 목표이다.
라.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 자본주의 국가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본주의(capitalism)’는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버렸다. 원래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이다. 자본주의는 ‘자유’(Freedom)를 기본으로 삼는다.6)
권력도 소위 백도 통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자본주의
의 강점이자 매력이다. 자본주의와 대칭 개념인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 패
퇴했음은 1991년 냉전의 종식으로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그럼에도 식자들은 대체로 ‘중
도’를 선호한다. 진리(眞理)가 불편할 경우 이를 슬며시 회피하고 대신 좋은 말(Good

Talks) 들을 늘어놓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문제가 많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자본주의’보
다 ‘덜 나쁜’ 경제제도를 발견한 학자도 없고 나라도 없다.
마. 통일 한반도는 최소한 현재의 남한+북한 면적과 똑같아야 한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최근 집필하여 간행된(2014.9) 책인 “세계질서(World Order)”에서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과 한국군이 평양-원산을 잇는 선까지 공격했더라면 그때 통일을
이룩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7)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지금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을 의미해야한다. 단적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를 중국에 넘겨주는 통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할 것이
라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전략가 George Friedman 박사는 오히려 한국이
통일을 이룩한 후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고 말한다. 그의 예상은 만주가 사실상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것이라고 본다.

6) 물론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우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제도적 장치를
기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가 일정부분 국민의 개인 생활에 개입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정부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적게 개입하는 것이 더 좋다.
7) 헨리 키신저의 신간, 세계질서 World Order..., http://egloos.zum.com/kk1234ang/v/298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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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재통일 독일의 경험
독일은 과거청산 없이는 진정한 새 출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동독체제 불법에 대
한 법적청산에 나섰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 동독의 체제불
법‧과거불법에 대한 역사적 해명 및 정치적 책임추궁의 방법을 택하여 청산작업을 진행하
였다. 과거사 청산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했다. 통일 이전부터 중
앙법무기록보존소를 두었고, 통일 이후에는 국가공안부문서관리청, 정권범죄특별수사본
부, 정권‧통일범죄 중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과거사 청산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거사
청산기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안착시키기
위한 체제통합을 위한 기구였다. 모두 정보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Ⅳ. 통일과 국가정보
1. 정보와 정책의 레드라인(Red Line)
국가정보기구의 통일정책에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학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정권의 정책은 해당 정권 정책부서의 임무일 뿐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통일정체성의 올바
른 확보는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시민의 양보할 수 없는 사회계약의 핵심가치이므로 그
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정보기구의 숙명이다. 본래적인 정보기구는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자유수호의 책무, 즉 국가안보 무한책임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는 통일목표, 통일방책, 대외관계에 대한 장
단점에 대한 정보를 중단 없이 생산하여 정책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정보기구가
생산하는 통일에 대한 정보는 통일 대박론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공동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당 정권의 최고통수권자에게 그런
부정적이지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주권국가의 나침반인 국가정보기구는 ‘정보는 정책보다 오래간다.’는 정
보격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정보가 특정정권의 통일정책에 친해지는 것이
바로 정보의 정치화이다. 단적으로 햇볕정책(sunshine policy)에 너무나 깊이 붙어버렸던
정치화된 정보참사를 국가정보기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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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한 통일 대박론
경제‧군사적 통일대박론?
많은 식자(識者)들도 통일 대박론에서 말하는 대박(Bonanza, Jackpot)을 경제적‧군사
적 측면에서의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 대한민국의 면적과 인구가 확대
되고 막대한 부존지하자원이 확보되며, 물류 실크로드 확보로 신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이
되고, 부산이나 목포에서 유럽까지 걸리는 해상 운송기간 55일이 철도 25일로 줄어들며,
통일한국은 동북아의 생산‧투자‧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외국투자자들의 통
일 한반도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가 예상되고 관광산업도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잉여 노동력과 군사비를 생
산 부문에 돌릴 수 있고, 통일한국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첨단기술, 인프라를 결합하여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될 것이고, 통일한국은 시베리아를
통한 유럽, 중국 등 대륙과 일본을 통한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3성∼연해주∼일본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산업벨트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는 경제예측이 대박의 핵심으로 보인다.
진정한 통일대박 - 이념논쟁의 종식
그러나 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통일 대박론은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은 통일의 결과,
즉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대박의 함성에 매몰시켜 부차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
일의 진정한 대박은 이념논쟁의 종식이다. 오늘날 남한 사회의 이념갈등과 분열로 인한
갈등비용이 매년 200조 이상이라고 한다. 통일이 대박이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물결을
한반도 전역에 전파하여 통일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듦으로서 더 이상 종북 논쟁이나 좌파
논리로 인한 소모적 이념갈등을 해소하고 5천년 배달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 만방에 마음
껏 펼칠 수 있는 제대로 된 터전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정보기구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된 전속적 책무가 존재한다. 통일의 정체
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는 통일은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결국은
자유의 패퇴나 자유의 제약으로 얻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더욱
많을 수 있음을 정보기구는 직시해야 한다. 자유(freedom)의 진정한 가치와 그 소중한 역
할을 제대로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 진정한 통일 대박은 민족 정통성과 역사성이 회복되고
통일 성취로 이념 논쟁이 불식되어 국민 모두의 자긍심과 행복감이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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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것에 있다.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및 이산가족의 고통이 해
소되고, 현대사회 원시적인 범죄인 북한의 마약, 위폐, 불량무기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
카운트가 세계 속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통일 대박일 것이다. 그 최
대 장애물이 북한 노동당 정권인 것으로 올바른 통일 대박은 자유민주 통일일 수밖에 없
다. 그러므로 정보기구는 통일 정체성에 대한 위반 사례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최고
통수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보기구는 해외의 한반도 통일논의와 방향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전달해야한다. 정보기구는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자세와 방향성에 대
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전달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재통일의 불가양
적 이념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 즉 자본주의임을
직시하고 이에 즉응한 정보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 대박의 본질임을 정보기구
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삼국통일의 경험과 대한제국의 경험이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統一)이 아니라
재통일(reunification)이 올바른 용어이고, 그 본질은 대한제국 적통의 부활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가장 큰 통일대박은 종북(從北) 이념 논쟁의 종식으로 진보민주주의, 인민민주
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영원히 역사의 장막 뒤로 보내고, 자유민주주의 깃발아래 동북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통일 대한민국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재통일 사전준비 - 자유의 학습
여기에서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의 진가가 있고 대북전단의 필
요성도 있다. 자유민주통일을 위해서는 종교적 수준으로 인식이 고착되어 있는 북한주민
을 향한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주민의 이성(理性)을 회복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
다. 독일이 재통일 전에 제한된 왕래와 서신교환을 지속한 것은 자유의 각성제로 기능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붕괴통일은 한반도 재앙일 수도 있음을 정보기구는 직시해야 한다. 백
두혈통 종교에 광적으로 매몰된 북한주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물리적으로만 통합되는
것은 또 다른 이념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네비게이팅 파워(Navigating Power) - 그 중심에 국가정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하여 시진핑 중국 주석은 통일은 대세이며, 중국 국익에 부합된다
고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통일한국의 역할에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냉전 시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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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공을 상기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한 변화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간섭으로 증폭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 동안 대중국, 대 러시아 외교에서 드러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전례를 보면
우리 정부의 다자외교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후반까
지는 하드 파워(Hard Power)의 시대였고, 냉전 이후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시대
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신 양극체제에서는 ‘네비게이팅 파워’의 시대이다. 네비게이팅
파워란 국가와 국민들에게 현 위치와 앞으로 가는 방향을 혼동 없이 알려주는 한 국가의
총체적 조타능력이다. 네비게이팅 파워의 중심에 주권국가의 나침반인 국가정보기구가 있
다. 그런데 1991년 냉전의 종식 이후에 정부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여타 정부만이 아닌
새로운 비 국가적 요소들(non-state actors)의 등장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국제 관계에서
정보력은 국력의 필수 요건이념이다.

5. 싫더라도 스스로 해야만 하는 정보기구의 숙명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은 설령 그것이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념 선택의) 전
쟁(戰爭)이다. 그런데 상대세력과 전쟁을 하는 경우에 아 측의 이념 전선에는 문제가 없어
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단적으로 국가정보기구는 통일 준비관계자들에 대한 (사상적, 이념
적) 스크린을 다 했는가?8)우리의 통일 전위세력에 이념적 불량품이 들어 있는데 제대로
된 이념전쟁이 될 리가 없고 분명하게 갈등만 증폭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한편 통일 관계자들은 정보목표(Intelligence Targets)나 방첩공작, 역 공작, 이중스파
이에 대한 개념도 이해해야 한다. 통일의 이념전쟁에서 단적으로 북한의 정찰총국이나 중
국, 러시아의 정보기구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이끌어 내
기 위하여 우리의 누구를 상대로 정보활동을 할 것인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정찰
총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을 매수하는 것이 1차적이며 손쉬운
접근으로 통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방책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정보기구가 당사자들
을 상대로 하는 정보 스크린의 본질은 해당 당사자의 순수성 유지와 보호 목적임도 이해
해야 한다. 간첩의 마수(魔手)는 본인의 이념적 순수성과는 무관하게 경쟁세력 정보기구
의 일방적인 필요성에서 유발되는 당위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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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 대비 정보수집?
정보와 수사기구는 평화통일을 한 경우에 통일재판은 불필요한가? 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그러므로 정보기구는 통일이후의 정의의 법정에 출두할 명단은 작성하고 있고 그들
수사와 재판 대상자에 대한 증거 수집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죄명과 범죄사실의 범
위에 대해서도 정보수집은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논리적인 정보의문이 이어진다. 정보
의 역량과 방향성은 통일의 정체성과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8)

8) (참고) 통일준비위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
분야

민간위원

전문위원

외교안보

고영환
김석우
김재창
라종일
문정인
이숙종
하영선
한승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한미안보연구회장
한양대 석좌교수
연세대 정외과 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한미협회장

김재천
박인휘
이호령
전재성
진창수
한석희
황인무
황지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육군 참모차장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경제

김동근
김영훈
김주현
엄구호
조동호
최경수
함범희

한국산지보전협회 명예회장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교수
북한자원연구소장
전 코레일 센터장

김병연
김영희
이춘근
이현주
정태용
조유현
최이섭
허준행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LH공사 국책사업본부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자산관리공사 연구원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고건 전 국무총리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전우택 연세대 의대 교수
최경자 서울공덕초등학교 교장

김동선
김은주
박영정
윤석민
이금순
전영선
조명숙
황나미

경기대 스포츠경영학 교수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소장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여명학교 교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인섭
고유환
박세일
유호열
장달중
제성호
함광복

김용호
박노섭
박정원
박형중
배종찬
조정현
한명섭

연세대 북한연구원장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소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국립외교원 교수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 대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중앙대 법대 교수
한국DMZ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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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일정보력의 핵심은 정보공유와 전문지식
통일(統一)은 (이념 선택의) 소리 없는 전쟁(戰爭)이다. 따라서 통일부가 통일을 북한과
함께 하는 협업통일을 주창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경우에도 안타깝기 그지없
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이념의 대치국가가 통일된 독일, 베트남, 예멘의 사례가 웅변하듯
이 통일이 어떤 생산 공정처럼 함께 협업(協業)하여 될 일이 결코 아니다. 통일과 관련하
여 협업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통일을 이룩한 후에, 통일로 확보한 진정
한 자유 그리고 신장된 인권과 복지를 북한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있다.
여하튼 국가정보기구의 통일에 기여할 통일 정보력 확충의 첩경 가운데 하나가 정보공
유(Intelligence Sharing)이다. 하물며 오늘날 정보의 제국을 구축한 미국 정보공동체도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과의 정보공유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9) 우리의 정보기구도 우리
자체만의 한정된 통일정보는 세계 추세를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정보 따라서 정저지와

(井底之蛙)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
물론 정보기구의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역량의 증대는 ○휴민트 ○테킨트 ○오
신트 정보역량에 집중되어야 함은 췌언을 불요로 한다. 분명히 평화통일에 있어서 평화시
에 소리 없는 전쟁(silent warfare)의 최전선의 전사(戰士)인 국가정보기구, 그러므로 국
가정보원(NIS)의 실천적인 통일에의 기여는 통일부나 통일준비위원회의 그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야 함을 최고통수권자나 정책당국자들이 인식하고 인정해야한다. 통일 대박은
결코 책상위의 아이디어로 달성될 수 있는 허접한 가치가 아니다.
그동안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식어는 실로 다양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실패국가(failed state), 깡패국가

(Rogue Country), 동토의 왕국(Frozen Kingdom), 악의 축(Axis of Evil), 21세기 숨겨
진 굴락(The Hidden GULAG), 터널국가(thousands of tunnels), 병영국가(兵營國家),
군사국가(military state), 군국국가(garrison state), 폐쇄국가(closed state), 수용소 군
도(收容所群島, Arkhipelag Gulag) 그리고 마침내는 종교집단(Religious Group)이라고
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또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자들을 거침없
이 개자식, 개새끼, 후레자식(sons of bitches)이라고 호칭한다. 역사적으로 6.25 남침 보
고에 대한 트루먼 대통령(CIA 창설자)의 제 일성(一聲)이 ‘김일성 그 후레자식(sons of

bitches)’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9) 한희원, 국가정보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법률출판사, 2012, 제3판, pp. 8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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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북한과 과연 함께 하는 협업(協業)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더욱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s)이라고 몰아붙였던 부시 대통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은 인터넷으로 소멸시킬 바이러스 정권이라고 단정한다. 여하튼 국가정보원

(NIS)은 통일에 대한 글로벌 정보의 생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실 통일에 대한 가
장 커다란 장애물은 소위 종교 교주에 해당하는 백두혈통의 존재 그 자체이다. 길게 설명
하지 않아도 국가정보원(NIS)의 정보역할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Ⅴ. 맺음말
정치 원로의 조언: 김종필 “남북정상회담? 다 쓸모없는 짓
구순을 맞아 만화 일대기 ‘불꽃’을 펴내는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가 민감한 남북관
계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조언했다(2015.01.24)”. 김 전 총재는
지난 21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만나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만나자고 뛰어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10)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의 중심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 것이다.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의 길
대한민국 정보기구마저 다른 정부부처처럼 무조건적인 통일이 대박이 될 것처럼 단정해
서는 안 될 일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희망이지만, 정보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이건 부정적인 정보이건 가감 없이 객관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하
여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력이 네비게이팅 파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세력의 이념적 순결성(純潔性)과 염결성(廉潔性)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천적인 역할임을 명심해야한다.
정보기구는 더 크게 통일이후까지 넘겨보고, 또한 통일과정에서 0.01%의 위험성인 통
일관계자의 매수(매수주체는 협소한 북한이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음)까지도 기우(杞憂)가 아님을 인식하고 활동해야한다.

10) 김종필 “남북정상회담? 다 쓸모없는 짓”, http://www.dailian.co.kr/news/view/484010/?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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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붕괴에 비밀연설을 입수하고 KGB 쿠데타 음모를 사
전에 인지하는 등으로 CIA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11)그러나 정작 1991년 철의 장
막(iron curtain, 鐵─帳幕)이 무너져 내리고 이후에 전개된 러시아 주도의 역학구도 형성
을 보면서 CIA는 과연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반성을 한 사례는 통일에 대한
정보기구의 진정한 역할론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12)

11) 한희원,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Id, p. 984-955.
12) Id, p. 104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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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기술과 전쟁
기술은 기존 전쟁의 개념을 바꾸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갈음하는 절대적인 요인이다. 과
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 신무기를 확보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무력으로 굴복시켰고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통해 일거에 일본을 제압한 것이나, 왜국
이 조총으로 당시 조선 반도를 유린한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25 한국전
쟁 당시 북한이 소련으로 부터 원조 받은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어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기술의 우의가 전쟁의 승리라는 공식이 통했다.
그럼 지구상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 민족, 정치 등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생존하
기 좋고 먹거리가 풍부한 영토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 약한 민족
들은 추운 지역이나 험한 산악지역으로 쫓겨가고 척박한 지역에서 생존을 이어갔다. 그러
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적‧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
다. 에어컨이 발명되면서 사막과 같은 혹서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살게 되고, 남극과 같
은 극한의 지역에서도 난방 기구를 통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거들떠 보지 않
던 셰일 가스와 같은 지하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척박한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기후 환경에 강한 곡식이 개발되
고, 가스나 원유를 시베리아에서 먼 극동지역까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지구상의 인류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어도 지리적인 한계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굶거나
추위를 걱정하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 민족, 정치 등 특별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인류는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인류는 지금까지 전쟁에 몰두했던 기술력을 경제 분야에 적용시키기 시작하였다. 전쟁
에서 적용하려고 개발한 기술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상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비
밀로 철저히 감추어 두었던 기술들이 하나씩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바로 컴퓨터와 네트워크이다.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독일의 암호체계인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하여 개발된 봄베가 시초이며 이것이 계속 진화하여 드디어 1970
년대 초 IBM사에서 개발한 범용 PC가 보급하면서 급진전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는 1969
년 미 국방부가 개발한 ARPANet이 기초가 되었다. 당시 미군은 소련과 냉전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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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미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지면 자신들의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우려하여
정보를 작은 패킷으로 나누어 여러 경로로 분산시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기본 개념이 TCP/IP라는 프로토콜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인터넷의 기본 통신 프로토콜이
된 것이다. 이외에 1983년 9월 소련 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 007기 격추사건을 계기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GPS 위성이 전면 개방하면서 네비게이터와 같은 지리 정보 서비스
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단 두 방의 원자폭탄을 통해 완패를 당했다. 패전의 원인
이 기술력의 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술 확보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국가 재건을 위한 모든 정책에 기술 개발을 반영시켰다.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고 그 기술을 보완하고 더욱 작고 편리하게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1990년대 초반 일본은 IT 기술을 무기로 세계 시장
을 석권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제조업과 융합하여 로봇, 위성 등 응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중국은 인민혁명으로 인해 기술 개발에 다른 나라보다 한발 늦게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
만 많은 인력, 자원, 그리고 영토를 바탕으로 저가의 제품들을 생산해 낼 수 있고 외국으로
부터 투자 받은 자본금을 토대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저가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 정부 위주의 강력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달나라 탐험
에서부터 심해 잠수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글로벌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2차 대전의 승리국으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 임진왜란 당시 왜국이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듯이 - 독일의 첨단 기술자를 대거 데리고 갔다. 그 기술자들
중에는 유도탄, 통신 기술 등 과학기술 전문가가 다수 있었으며 이들을 이용해 세계 최초
로 인공위성을 제작하여 쏘아 올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위성 국가의 독립과 경제난
으로 인해 기술 개발에 한걸음 뒤처지게 되었으나 아직도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해서는
아직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승전국도 패전국도 아닌 한국은 당시 기술력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스스로
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 근근이 생을 이어가다가 다시 한국전쟁
으로 인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한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기술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며 일치된
단결력을 통해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기술을 성공리에 정착시키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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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공간의 태동
군수산업을 통해 경제를 되살린 미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IT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을 시작하였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
시스코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고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전 세계
에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100여년전 유럽 강호들이 아프리카 등 식민지에서 원료를 싸게
구입하고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 내다팔았던 것처럼, 미국은 IT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중
국과 같은 제3의 기업을 통해 값싼 제품을 OEM으로 공급받아 상표만 자국제품인 것처럼
붙이고는 전 세계 각국에 고가로 팔고 있다. CPU는 인텔과 퀄컴,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
프트와 IBM, 네트워크 장비는 시스코와 노텔, 휴대폰은 모토롤라와 애플 등이 관련 IT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규정과 프로토콜 등
모든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기를 원했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인터넷이 움직일 수 있기를 원했고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래야만 미국의 제품들이 해외에 제약 없이 팔릴 수 있으며
이것이 곧 미국의 경제력을 높이는 결과이기 때문이었다. 곧 자신들의 기술이 영원히 그리
고 지속적으로 인터넷 시장을 넓혀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갔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 정책방향에 편승하여 IT 관련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 굴지의 IT 기업들이 미국이 깔아놓은 사이버 공간의 구석구석을 채워 넣었
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미국의 IT 제품에 대한 OEM 방식의 제품을 생산해내면서 스스
로 저가의 제품들을 대량으로 만들고 가격을 무기로 미국이 펼쳐놓은 사이버 공간을 잠식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짜놓은 판을 뒤집거나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고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간섭과 규제를 만
들고 있다.
한국은 초창기 이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생산을 시작했고 내수 시
장을 겨냥한 가전제품을 출시하였다. 백색 가전제품위주로 생산을 하던 IT 제품들이 휴대
폰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경량 노트북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한국 제품도 세계 시장을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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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뱅의 시작
초기 인터넷은 기술자의 전유물이었다. 통신 회선과 단말기 가격이 워낙 고가였기에 일
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에서 해저
케이블을 통한 통신이 가능해 지면서 가격이 급속하게 저렴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량
의 반도체 집적화 기술을 통한 IT 제품 생산이 생산 과거 14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물과
같이 찍어 내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후 어려운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자 편의 위주로 바
꾸어주는 서비스인 웹 서핑 프로그램과 검색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이 연결되고 새로운 파생상품과 서비스가 탄생하면서
기존 인터넷이라는 용어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사이버 공간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범주 내에서 모든 것이
소통되고 유통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제 사이버공간에서 우리는 전
화, 인터넷, 메신저, SNS, 게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페이스 북,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전 세계 모든 상황을 실시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점차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닮아
가기 시작하였고, 과거에는 사이버공간을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하던 관점에서 물리적 공
간과 같은 범주에 넣어 판단하기 시작하였다.

Ⅱ.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1. 남북한의 사이버공간 비교
가. 한국
한국이 왜 IT강국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 한국은 매우
좁은 국토면적에 세계 3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이러다 보니 통신 인프라를 구
축하는 데 비용대비 효율이 매우 높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전 국토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게 된다. 두 번째로 교육열이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국민성이다. 인터넷이 느리거나 끊기면 사용자들은 매우 답답해하고 민원을
제기한다. 도로가 막히면 참지만 인터넷이 하루라도 불통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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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고객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는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른 통신시스템을 구비하고 전 국토에 빼곡하게 설치하는 것이
다.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속도가 빠르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좁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
지 않으면 많은 자동차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듯이 초고속인터넷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가 해커에 의해 의도되는 경우 더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원하
는 트래픽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과거에는 일부 기업 이미지나
경제 손실 수준의 장애인데 반해 앞으로의 장애나 악성 정보는 인명 살상이나 외교적 마
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나. 북한
이에 반해 북한은 인터넷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제로 인해 정보통신 장비의 도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
난을 통해 인터넷과 관련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발전상을 알게 되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가
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평양 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인터넷이 가능하며, 외화
수출벌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일부 국영기업체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과 입장이 상반된다. 북한은 매우 통제된 사회이고 인
터넷을 통해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잔혹한 독재정권인 북한은 결국 무너질 것이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북 군사적 행동은 인접한 한
국에 미칠 피해 때문에 대안이 아니며 앞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지만 단순 인터넷 마비나 해킹으로는 피해 파급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2. 빙산의 일각 - 사이버 위협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한
국의 경우에는 IT와 사이버공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는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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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통해 채팅, 메신저, 그룹웨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쇼핑을 하며, 금
융결재를 통해 예금을 이체시키고 있다. 이제 핀테크(Fintech) 기술이 도입되면 금융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

(Technology)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은행 및 신용카드
등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해외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카드사의 거래
수수료도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금융 혁명은 5년 이내에 과거 오프라인의 레코드 가게,
서점 등과 같이 은행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핀테크는 날카로운 양면의 검과 같이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금융의 편리함에 취해 보안이 뚫리게 되면 전 국민의 계좌가 한
순간에 해커의 손에 들어가고 그 해커에 의해 금융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인 원전, 에너지, 항공, 교통, 가스, 수력
등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농협사태나 한수원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내부망이 격리되어 있기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부 시스템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금융 대란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며 한순간
에 국가부도(디폴트) 사태나 외교 단절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현상을 그대로 사이버공간에 재현되고 있으며, 지금은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장벽이 없는 상황으로 그 피해가 그대로 공간을 넘나들고 있다.

3.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新 안보 이슈
앞으로 지구상에 세계 대전과 같은 물리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과거 전쟁
을 통해 대규모 인명 살상 기술이 만들어졌다. 1차 대전에서 다이너마이트가, 2차 대전에
서는 원자폭탄이 시현되었다. 3차 대전의 양상은 어떻게 될까?
우선 미래를 예측해야만 예상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미래는 점차 가속화하면서 진화하
게 될 것이다. 기존의 IT(정보통신)‧ICT(정보+통신+방송) 개념은 사이버와 물리적 공간
을 별개 영역으로 인식했으나 현재 세계는 IT의 경계를 넘어 萬物이 융합되는 초연결사회
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세상 만물이 인터넷과 全방위로 연결되어 모든 공간이 융합
된 新세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들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증강현실-상황인식 컴퓨팅, IT-바이오 융합기술, 소셜 네트워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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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SNS)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술이 중심이 되는 초연결사회는 짧게는 5년에서 늦어도 10년 이내 가까운 미래
에 조성될 것이 확실하다. 상업거래, 금융, 의료, 교통 등 대부분의 산업이 이들 기술과
융합되어 일상의 편익 개선은 물론 안전‧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개인 건강보호와 수명 연
장 등에 활용되어 인간생활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공위성,
무인기(드론), 로봇 등의 기술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2015년 미국 라스베거스
에서 개최된 CES2015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의 출시 제품은 드론과 로봇이었으며 향후

2020년에는 이들과 결합된 무인 스마트카가 상용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피자 배달 드론이 떠다니고, 로봇이 음식 서빙을 하며, 무인 자동차를 타고 회사를
출근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생활 환경에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기능도 제공한
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스파이 행위, 시설파괴, 요인 암살 등의 비밀공작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전쟁 양상의 변화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격, 파괴에서부터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터미네이터처럼 로봇과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될 수 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례로 상업용 드론을 제작
판매해 온 미국의 DJI 테크놀로지는 2015년 1월 29일 새로 출하하는 모든 드론에 워싱턴

DC의 상공을 날지 못하도록 내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의 경
우 크기가 작고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DJI 테크놀로지사는 위성위치확
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드론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뜨거나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
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DC는 물론 모든 비행금지구역에서 날 수 없도록 드론의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을 기준으로 반경 15마일의
비행을 거부하는 프로그램을 장착한다. 이유인즉 지난 2015년 1월 26일 새벽 미국 백악관
에서는 소형 무인 드론이 벽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술에 취한 정보기관 요원이 조작
실수로 백악관으로 드론을 날렸다. 바람과 나무 때문에 무인기를 제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적이 충분히 요인 암살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들 들어 드론내 소프트웨어의 통제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위치 확인
시스템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2014년 3월에 발생하였다. 청와대의 주변을 촬영한 무인 드
론기가 파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휴전선 인근에서 출발하여 청와대를 정찰하고 돌
아가던 길에 추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데 만일 좀 더 정교한 비행기술과 요인암살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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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탑재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기술은 지금도 가능하기에 과거 불순분자들이
힘들여 기관에 침투하지 않아도 충분히 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듯이 최소한의 비용으
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외에 심장 박동기 등 의료기
오작동을 유도하여 인명 사고를 야기하고, 가스 누출을 통한 화재 발생을 유도하는 등 사
회혼란 초래하거나 사고를 가장한 한 살인 등 각종 범죄에 악용이 예상된다.
이렇듯 미래의 기술은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안전까지 담보해 주지는 않
는 것이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안보위
협에 대해 대응하고 준비를 철저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동북아 지역의 新안보 위험
1.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역량
오늘날 동북아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사이버공격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지금까지 미국은 사이버테러의 주요 피해국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전직 CIA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911테러 이후에 미 정부가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우방국
과 전 세계 이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그리고 휴대폰 이메일 등 연락망과 정
부 각료들의 네트워크 기록과 인터넷 교신기록 위치 추적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IBM과 시스코는 중국시장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클라우드 제공업체도 사태 진정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폭로가 단순 해프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기술의 원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프로그램 한줄 또는 하드웨어의 일부를 수정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자들도 프로그램 수정 및
업데이트를 위하여 백업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백도어를 심어서 버그를 해결해 나
가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은 합법적이며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업데이트가 정상적인 트래픽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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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트래픽을 만들거나 정상적 트래픽인 것처럼 은닉해서 들어오게 되면 보안 관제 시
스템에서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산화 기술 및 검증 기술이 무
엇보다도 절실하다.
나. 중국
오늘날 중국은 사이버테러의 주요 가해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사이
버테러 능력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2월 미국의 보안회사 맨디언트(Mandiat)
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해킹 그룹 가칭 APT1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 3부 2국

61398부대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미국 FBI는 곧바로 소속 군인 5명을 공개 수배했다.1)
로저스 미 NSA 국장은 2014년 11월 20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 다른 1∼

2개 국가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전력망 가동을 중단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들이 미국을 해킹해 왔으며 화학설비부터 정수처리장에 이르는 산업인프라 통
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014년 11월 21일
중국 당국은 “중국은 인터넷 공격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라면서 “중국 관계당국의 통계
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인터넷 공격 중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
다.2)
다. 러시아
러시아도 사이버테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총선에서 친 러시아계 정
당이 부진하고 반 러시아계 정당들이 정권을 잡았고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갈등이 폭발
했다. 이 시기에 에스토니아 인터넷 망이 대규모 DDoS공격에 의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수만 대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고 무려 3주간 대통령 집무실, 정부부처,
의회, 경찰서, 신문, 방송, 은행 등의 인터넷이 마비되었다. 이 사태를 일으킨 주체가 러시
아라고 추정되었으며, EU와 나토는 이를 최초의 ‘사이버 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사이
버 전쟁에도 실제의 전쟁처럼 교전규칙이 필요하여 사이버 전쟁의 교전 규칙을 정리한 ‘탈
린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최초로 ‘사이버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는 타이틀을 러시아가

1) 임채호, 국가간 사이버전쟁, 네이버캐스트, 2014.12.16.
2) 中 관영매체 “사이버공격, 미국이 스스로 조작”, 헤럴드경제,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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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한 셈이다.3)
사이버보안 전문업체인 파이어아이는 2014년 10월 29일에 자사 블로그를 통해 러시아
정부와 연관성이 높은 사이버 스파이 그룹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파이어아이는 이 단체
가 최소 2007년부터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정부
와 군사시설이며 코카서스의 조지아, 동부 유럽의 정부 및 군대, 유럽 보안 조직 등이 해킹
의 주 대상이었다. 해킹 대상국의 정책 방향과 군사 능력에 대한 정보를 빼내 러시아 정부
에 제공하는 정치 스파이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4)
라. 북한
동북아의 사이버 현황에서 북한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사이버 부대는 그러한 비대칭
전력의 일환이다. 특히 북한은 현재 6,0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반 체계 공격 등 사이
버전을 수행하고 있다.5) 6,000여명의 인원 중 1700여명은 직접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요원으로 7개의 해킹 조직으로 구성되고 4200여명은 사이버전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국
정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물리적 마비를 목표로 하는 공격 대상에는 남한의 발
전, 변전소, 화학물질 취급소, 지하철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 일대의 항공기와 선박 등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도 준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6) 북한은 이러한 역량을 활
용하여 대한민국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B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배
후를 지목했다. 2014년 11월 24일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쳐스의 시스템이 해킹되었고 그 결과 수편의 미 개봉 영화가 온라인 사이
트에 유출되었다. 또한 유명 배우의 여권, 비자 사본, 직원의 신상정보, 봉급, 신용카드 번
호, 내부의 이메일 등 소니 픽쳐스가 가진 정보 수만 건이 유출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과 사이버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각종 사이버테러 사건에 대한 배후 세력으로 북한 당국이 개입되어 있다

3)
4)
5)
6)

임채호, 국가간 사이버전쟁, 네이버캐스트, 2014.12.16.
해킹으로 군사기밀 빼내는 러시아 ‘사이버 스파이’ 발견, 디지털타임스, 2014.10.29.
2014 국방백서, 24면.
북한 사이버전능력 어느정도? 남측보다 10배, 동아닷컴, 2014년 12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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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혹이 점차 사실화 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
을 통해 우리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비국가 주체
사이버테러는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해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해커들의 집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어노니머스이며, 동북아지역에서도 어노니머스
의 활동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나타날 수 있다. 2013년에는 어노니머스가 북한의 대
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여 회원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공개했으며, 이
어서 북한체제 선전에 전념하는 웹사이트들을 해킹한 바 있다. 이 웹사이트들은 가동에
이상이 발생했고, 일부 사이트에는 김정은과 저팔계를 합성한 사진이 게재되었다.7) 아직
까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노니머스의 대규모 공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
노니머스가 북한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성급한 단
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노니머스가 미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한 적이 있지만 미국과 적
대적인 관계의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다.8) 이
와 마찬가지로 어노니머스와 같은 해커 집단은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대
해서도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테러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2. 북한의 사이버안보 수준 분석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수준은 어떠할까? 북한은 미국의 경제 제한
조치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사용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는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통제를 받아
야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여가를 즐기거나 쇼핑을 하기 위해 접속하는 사이버 공간이 아
닌 실제 업무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잠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북한의 인터넷 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니
그들의 기술력도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북한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일부 핵심 기술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사이버 공간에
7) 어나니머스 또 北사이트 해킹 ‘태양절 공격’, 동아일보, 2013.4.16.
8) IS는 미국, 어나니머스는 IS 해킹..‘소리 없는 세계대전’ 오나, 조선비즈, 2015.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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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쟁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닌 사이버전사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인구 수가 많은 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 것이 아니다. 적은 수가 있더라도
몇 명이 있더라도 핵심 분야에 자원을 투입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성과
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일성 대학의 우수한 엘리
트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만큼 실력이 우수하며 그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개발해 내
라고 하면 3개월 이내 현황을 파악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
은 당에 대한 충성도가 강해서 목표와 지시가 내려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우선
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김정은이 이들에게 최고의 사이버혁명전사가 되
라고 지시했다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겠다는 불나방 같은 사이버전사가 수없
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물리적 공격은 누가 언제
어디서 시도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으나, 사이버 공격은 누가 어디에서 실행한
지조차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단동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그 최종 공격자가
북한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으며, 그 곳이 경유지라고 주장하면 더 이상 사이버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외교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데 부담
을 갖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
다. 북한은 외교적 문제에 대해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기에 사이버 공격 무기에 몰입하
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은 매우 우수한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갈 것이며, 융합 및 미래 기술을 대비하여 각종 기반시설과 통합하는 작업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 이에 반해 잠재된 취약점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취약점
에 대한 공격으로 한순간에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사이버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
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중에 사이버 안보 능력이 우수한 나라는 북한일까 아니면
한국일까? 공격과 방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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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이버테러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의 대응 방향
1. 국가적 차원의 대응
최근에는 제로데이(Zero-Day) 공격이 현실화되는 등 해킹 기법 고도화가 진행 중이며
초연결사회에서는 첨단 사이버 공격이 더욱 첨단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된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 및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반복되는 금융권 정보
유출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초연결사회의 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은 인적‧시설 및 물
리적 보안 요구를 동시에 감안하여 설계한 포괄적인 종합 융합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미
래에 인간은 일상과 사회활동, 여가, 육아,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네트워크와 정보시
스템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보안요소도 단순 정보보호에서 인간정보까지 보호
하는 포괄적인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해킹방어 등 전통적 사이버보안, 복합 사이
버‧물리보안을 위한 융합방어, 인체‧생체‧두뇌 정보보호 등 신개념 보안 등 이질적이지만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을 망라한 획기적인 보안 패러다임 도입이 시급하다.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지 않은 융합적 보안 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나
관련 전략‧정책 수립이 공동의 목표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관별 별도로 진행될 수 있
다. 다만 향후 국가안보의 핵심요소인 정보보안과 사이버안보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에서도 미국, 유럽과 같이 초연결시대를 대비한 준비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이버안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
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통해 2014년 5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며 정보
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마련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국가안보 강화 및 기술적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및 보안을
최상위 우선 고려대상으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등 기타 모든 시스템을 이에 종속시키는 근
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2. 사이버 공간을 위한 新안보 제언
과거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3만불 시대를 맞이할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은 지금의 IT 산업을 좀 더 확대하고 경쟁
력 있는 체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단 하나의 해킹 공격이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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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프로그램의 방치로 인하여 무너지면 안 된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방, 대응, 복구 등 신속한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콘트롤타워를
통해 일관성 있고 경험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해 내야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공간을 침투하여 악성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각종 언론을 호도하는 사태가 많이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므로 장기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윤리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사이버안보전문가 양성
곧 도래할 초연결사회에서는 보안이 국가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각국은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확대 정책
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초연결사회의 성패는 정보보호와 보안에 좌우되며 국가
안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암호 등 첨단 보안 기술 상용화에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사이버안보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적
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해 가야 한다. 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사이버분
야 전문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나. 사이버 국제공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안보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의 해킹에 대해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과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공
조체계를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킹 이외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사
건, 무슬림 극단주의자의 IS 추종 등 자생적 테러가 점차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이
다. 자생적 테러를 태동시키고 부추기는 방법이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
분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극단주의자들이 사이버 기술을 습득하고 공격을 가시화 한다면,
아무리 외부로부터 접근하는 사이버 공격을 잘 막는다고 해도 내부자의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부자의 공격이 우방세력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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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공조 수사 체계를 마련하여 사전에 외교적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이 이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재자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한 국제 수사기구를 유치하고, 국제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야 할 것이다.
다. 초연결사회를 위한 보안 전문 연구기관 운영
서론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사이버안보는 바로 기술력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항공‧우주기술이나 핵기술이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했듯이 앞으로는 사
이버공간에서의 기술우위가 안보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된다. 현재 보안 기술
연구개발 전담 연구소로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ETRI, KISA 등에서 개별적인 연구를 분
산 수행해왔으나 향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가안보를 수행하는 기관 전문 연구소를 중심
으로 통합하여 보안 기술 관련 융합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포괄적 국가보안대책 수립 및 적용: 보안 역량 강화 3단계 추진 전략
국가차원의 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사이버안보연구회를 발족하고, 현실화 차원에서 보
안기술과 산업발전을 책임질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안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국가차원의 포
괄적 보안대책의 하나로 국가 사이버보안 교육계획(NICE : 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
는 조직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적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 보안 전문 인력 양성
물리적 전쟁과 달리 한명의 우수한 엘리트 전사가 상대국의 공격을 능동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엘리트는 현 교육체계에서 발굴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해커들이
자신만이 원하는 분야와 학습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체계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입시에 목표를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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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가 고정화되고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보안 관련 교육
기관 지원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보안 관련 전문가의 사회적 처우 및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학‧연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바. 보안 기업 창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유망 보안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유통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
고 유망 비즈니스에 대한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보안기업의 창업은 그동안 정부의
통제에 의하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창업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보안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ODA의
사업의 경우 보안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CBM(Capacity Building Measure)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보안 기업이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 보안관련 표준‧평가 제도 선점
국가 간 초연결사회 보안 기술 저작권 및 표준 규격을 검토하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
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초연결사회 보안 논리, 장비, 소프트웨어
등 표준 및 품질 평가에 대한 체계 마련해야 한다. 향후에는 보안 분야의 기술표준을 가지
고 있거나 관리하는 국가가 기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기존
에 구축되어진 분야는 유지하되 새롭게 출발하거나 시작되는 보안 분야의 표준화를 국제
적으로 제안하고 선도해 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전문
성 외에도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인재의 육성과 함께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결론
해외 정보 강국은 우리가 정보보호와 보안을 ICT의 보조 또는 하부 분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이를 ICT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의 선행 요구로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위한 정보보안은 기존 ICT 보안처럼 시스템 운용을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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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가적 보조기술이 아닌 핵심기술임을 인식해야할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은 정부 주도
로 정부기관, 기업, 민간 전 분야에서 보안 인식 재고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구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국내기업들을 발굴하여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 혁신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인터넷 기반의 하드웨어 강국이나 보안 분야는 취약한 기형적인 국가로
기술 발전의 불균형 때문에 국내외 다수 악의적 의도를 가진 국가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 IT 및 ICT에 대한 인프라 구축 현황은 우수하나, 이를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장비는 기초‧원천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개발의지 박약으로 대부분
외국 제품을 사용하여 국내 업체의 경쟁력 취약하다. 정보보안이 ICT의 보조기술이 아닌
별개의 첨단 미래 기술로 인정을 받아야하나 현 실태는 보안관련 투자는 회피하면서 보안
사고 책임을 보안 담당자나 업체에 전가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오히려 적대적인 환경
이 조성되고 있다. 미래 기술보다는 땜질 처방식의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현실적 대안에만
안주하다보니 세계적으로 통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
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반면 시스코, 시만텍 등 세계 주요 IT 기업들은 초연결사
회의 확산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 가속
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오늘날 동북아지역은 사이버테러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모든 동북아 국가들은 가해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이버테
러와 무관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의하여 지
금까지 쌓아온 사이버 공간의 성과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급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사이버 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순간에 무
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려면 새로운 형태의 안보로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사이버안보의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이버안보 강화의 책무는 국가에게
도 주어져 있지만 국민 개개인도 실천해야 하는 책무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 개개인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사이
버안보의 강화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공간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국제 사
회도 우리의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면, 사이버 안보가 우리의 국가
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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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심리전은 적은 비용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약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
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전쟁수단의 하나이며, 따라서
전쟁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심리전이다.
통상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심리전이라고 하면 과거에 해왔던 전단 살포나 휴전선 확성
기방송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물
론 특정 분야와 범위를 뛰어 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1.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 북한의 대
남심리전은 그 어느 때보다 저돌적이면서 난폭하고 노골적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 내부에서 남북관계와 안보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남갈등과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은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
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후 이를 둘러싸고 우리사회 내부
의 갈등이 심화된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이 사건들은 분명 대남군사도발이었으나 이후
북한의 교묘한 대남심리전과 함께 여기에 국내 종북 세력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및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으로서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단체의 대
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와 태도,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
리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과 갈등양상을 보더라도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얼마
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재미교포 신은미와 전 민노당 부대변인 황선(구 통진당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사상초유의 한국수력원자
력(한수원) 해킹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대남심리전 양상들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심리전 양상
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심리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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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분석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2. 북한의 대남전략과 심리전
1) 북한의 대남전략과 심리전
일반적으로 적(敵)을 상대로 하는 전략전술의 기본원칙은 아군(我軍)의 역량은 최대한
강화하는 한편 적의 역량은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다.
적국(敵國)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역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
본원칙 하에 전개되고 있다. 바로 북한의 역량은 최대한 강화하고 동시에 적대세력인 대한
민국의 역량은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등 국방력 강화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체의 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한한국의 역량을 최대한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곧
북한의 힘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대한민국 내에 소위 ‘남조선혁명역량’이라고 일컫는 반(反)대한민국세
력 즉 친북‧종북 역량을 최대한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폭동‧쿠데타 등 대남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거나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도와줄 혁명역량
을 한국 내부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한국의 노동자‧농민‧청
년학생 등 근로민중에 대한 의식화작업과 함께 남파공작원들을 침투시켜 한국 내부에 ‘민
혁당’, ‘일심회’와 같이 북한노동당의 영도를 받는 지하당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계급‧
계층별 단체를 만들도록 하는 등 조직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반부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준비되지 않고는 혁명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남조선 사람들이 적 후방에서 폭동을 일
으키고 인민군대의 진격에 호응하여 싸웠더라면 우리는 적을 철저히 때려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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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문제를 벌써 풀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남조선혁명력량이 강화되였
더라면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
조선인민 자체가 혁명을 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높이는데 있습니다.“1)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사회 분열과 갈
등을 최대한 조장하고 확대해 내부를 와해‧약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전체적인 국력을 무력
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각종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고 동시에 대남심리전을 통해 남남
갈등을 조장‧확산시켜 우리 사회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반혁
명력량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하여야 합니다.”2)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을 우리를 공격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력을 약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대남
심리전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소위 ‘혁명의 준비기 전략’에 맞게 피아간 즉 북한과 대한
민국과의 역량관계에서 북한의 결정적 우세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결정적 우세를 확보하는 것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
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당의 당면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노동당의 당면목적인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
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는 대남선전
선동을 통한 대중의식화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내부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한 심리전
고유의 특성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지금과 같은 평시에 대한민국을 상대
로 하는 대남심리전에 대해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남선전선동’이라는 한 가

1) 김일성,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 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50.
2) 김일성, 앞의 글,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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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3) 따라서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은 이를 담당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대남심리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남심리전 전담기구
북한은 대남심리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대남심리전 전담 기관
및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는 북한에서 대남심리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부서라
고 할 수 있다. 통전부는 남북 간에 진행되는 모든 대화를 기획‧주도하는 것은 물론 통일
전선 형성과 대남선전선동 및 심리전을 통한 남남갈등 조장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대남심리전은 통전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대화의 경우 지속적
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중단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대남선전선동이나
심리전은 한 시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통전부 산하에
는 대남선전선동과 심리전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력위원회, 해외동포원호
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은 통일전선 조직인 동시에 대남선전선동과 심리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통전부는 산하 흑색선전기관이다. 또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
교청우당, 조선그리스도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 등 각종 정당 및 종교단체들도 통전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면서 대남선전과 심리전에 일조하고 있다. 통일혁명당의 후신인 반제
민전은 한국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대남선전과 심리전에 앞장서고 있으
나, 실제로는 평양에 본부를 둔 상태에서 철저히 통전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대남선전
조직에 불과하다.4) 대남선전용 출판물 제작을 전담하는 101연락소와 대남심리전 방송 등
을 담당하는 개관연락소 등 각종 대남심리전 전담 기관들 역시 통전부 산하 조직이다.5)
3) 김정일은 1991. 5.24일 발표한 비밀노작 “주체사상의 기치를 들고 남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일명 5.24문헌)에서 ‘대남선전선동’이라는 표현을 직접 써가면서 대남심리전을 강화해야 한
다고 지시한 바 있다.
4) 북한 노동당 통전부와 관련한 내용은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서울: 기파랑, 2013), pp. 207-212.
참조.
5) 101연락소에서는 과거에 대남선전용 전단을 제작하였고 현재에는 한국이나 해외에 보급하는 각종
선전용 및 의식화용 출판물들을 제작하고 있다. 북한에서 무소속 주간지로 발행되는 ‘통일신보’나 월
간 화보 ‘등대’도 이곳에서 발간하며, 따라서 대외적으로 ‘통일신보사(統一新報社)’ 또는 ‘등대사(燈
臺社)’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결국 ‘통일신보’는 무소속 대변지가 아니라 노동당 대남부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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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3년 통전부에 흡수된 225국에서는 과거 노동당 연락부 및 사회문화부 명칭
을 사용하던 시절 대구미문화원 폭파(1983), 이한영 암살(1997) 및 여론유포 등을 통해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시키는 등 대남공작 및 심리전을 현장에서 전개한
바 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원래 북한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이나, 남한과
해외동포들을 상대로 김씨 일가의 위대성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자본주의체제의
모순 등을 선전하는 등 대남심리전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북한군 총정치국 산하 적공국(敵攻局)과 함께 정찰총국의 각 부서 역시 대남심리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북한군 총정치국 산하 적공국은 정예요원 500여명과 함께 심리전 전담 부대를 운용하면
서 한국내부의 남남갈등 조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부서다. 과거에 적공국은 한국
군에 대한 와해모략 임무와 함께 전방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확성기를 통한 대남심리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전방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금은 대남전
단 살포 및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한국군에 대한 회유 및 포섭 등의 방법으로 대남심리전
및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군 정찰총국은 최근 들어 대남심리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다. 북한군 정찰총국이 대남심리전을 전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이
버공간을 통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남군사도발을 통한 방식이다.
정찰총국은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심리전을 전담하는 부서인 기술국을 설치해놓고 사이
버공간을 통한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정찰총국 및 통전부 산하 사이버전 역량
은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300명 규모의 리플부대까지 별도로 운용
하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및 언론 등에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정찰총국 정보국(구

35호실)에는 와해모략과를 설치하고 KAL기 폭파 등 해외를 무대로 한 테러와 암살, 납치
공작을 감행한 바 있다. 정찰총국 산하 작전국(구 노동당 작전부) 역시 일본인 및 한국인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납치와 테러 등 고도의 대남심리전을 직접적으로 전개하거나 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전부의 대변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개관연락소(일명 칠보산연락소 또는 26연락소)는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과거에는 ‘통일혁
명당 목소리방송’)’을 제작하는 등 대남심리전 전담 기관이다.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서울:
기파랑, 2013), p.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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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김일성 시대인 8.15 해방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김일성은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통해 대남선전선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거물급
남파공작원 성시백을 통해 ‘해방일보’ 등 당시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던 신문‧잡지와 방송
국 등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대남선전선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북한 대남선전선동의 핵심
은 김일성과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을 통해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동경하고 찬양하는 동
시에 반정부 투쟁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가장 광범위하게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6.25 전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전쟁 상황에 맞게 삐라(전단)를 대량적으로 살포하는
동시에 북한군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 각종 정당‧단체를 조직한 다음 이를 통해 조직적으
로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대남심리전은 휴전이후에도 북한체제 선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감행되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의식화와 이를 통한 반정부의식 고취 및 투쟁 독려 등
의 목적으로 대남선전선동과 심리전을 전개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내에 ‘문화부’라는 명칭을 가진 대남선전선동 및 심리전 전담부서까지
창설하고 심리전을 대남공작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였다.6)
북한의 대남선전선동과 심리전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이후 ‘통일혁명당 목소리방
송’(현재의 ‘구국의 소리방송’)이라는 유령 방송국을 설치해놓고 이를 통해 한국 국민들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의식화에 주력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7) 이와 함께 북한주

6) 문화부는 통전부의 전신이다. 창설 당시 문화부는 대남심리전을 위한 방송‧전단 등의 제작과 살포,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약칭 조총련, 1955.5월 발족)에 대한 지도와 남한정세 분석 및 대책수립 등 대남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영구,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서울: 도서출판 글,

1993), p. 188.
7) 북한은 1968. 8월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약칭 통혁당) 사건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1969. 8.25일
대남 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을 통해 통혁당 창당 선언문과 강령을 발표하며 통혁
당이 한국 내부에 실재하는 것처럼 선전하였으며, 1970. 6. 1일 통혁당 중앙위원회에서 운영한다는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이라는 대남흑색선전 방송 송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통혁당 목소리 방송’
은 노동당 통전부 개관연락소(또는 칠보산연락소, 평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송신탑은 해주에 설치
되어 있다. 1985. 8. 8일에는 ‘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통해 ‘통혁당 중앙위’가 黨의 명칭을 ‘한국민족민
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했다는 것과 ‘통혁당 목소리 방송’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하게 됐음을
보도하였다. 북한은 ‘구국국의 소리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 강좌, 주체사상교양 강좌, 정치철학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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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을 상대로 하는 선전매체인 ‘조선중앙방송’ 외에 대남‧대외선전용 방송인 ‘평양방송’
을 별도로 만들어 한국국민들에게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이념, 북한체제 우월성 및 김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선전을 강화하였다. 물론 북한이 대남선전과 심리전에 활용하는 자료
들은 심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
였다.8)
김일성 시대에 대남선전선동 및 심리전이 주로 김일성 및 북한체제에 대한 선전과 반정
부 의식 고취 및 투쟁 독려에 맞춰져 있었다면, 김정일 시대 대남심리전은 반미의식 고취
및 주체사상 선전을 강화하는 등 대중의식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중앙방송 및 평양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 코너를 통해 주체사상 해설 강의를 본
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반미의식 고취에 주력하였다. 북
한은 1980년대 초반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던 반미의식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미국관련
시설인 대구미국문화원을 폭파하기도 하였다.9) 한편,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는 청년학생
들의 의식화를 위해 ‘한국사회 성격 논의의 재조명’과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의
식화교재를 직접 제작한 다음 제3국을 통해 국내 운동권 내에 유포시키기도 하였다.10)

2003년 남북 간에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각종 대남심리전 기구
및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대통령과 정부 및 개별적 인사
등 소위 ‘운동 강좌’를 통해 주체사상 및 남조선 혁명론을 체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후 2005. 3.23
일 ‘한민전’을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으로 재 개칭하고 대남선전선동을 위해 인터넷 사이
트인 ‘구국전선’ 운영하고 있다.
8)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의 하나였던 사회문화부(후에 대외연락부→225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남파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북한에 들어온 한국현지인에게 ‘서울에 돌아가면 김정일이 배를 타고 인천
을 통해 서울에 와서 머리를 깎고 갔다는 소문을 퍼뜨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민심을 호도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 김동식,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서울: 기파랑, 2013), pp. 263-264. 참조.
9) 1983.9.22일에 발생한 대구미국문화원 폭파는 당시 북한 노동당 공작부서의 하나였던 연락부 소속
남파공작원들이 감행한 것이다.
10) 과거 대남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었던 한국 사회성격 논의의 재조명은 1980년대 후반 한
국 운동권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이념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989년에 북한 대남공작부서에
서 제작한 후 1990년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배포한 것을 현지에서 다시 비공개적으로 출판했던 것이
다. 그리고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은 1992년에 기존의 한국 사회성격 논의의 재조명과
김정일의 ‘5.24문헌’(“주체사상의 기치를 들고 남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데 대하여”,

1991. 5.2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서 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가운데 대남혁명전략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만 한국식으로 바꾸어 펴낸 해설서이다. 김동식, 북한 대남전략의 실체
(서울: 기파랑, 2013),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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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비방 중상 역시 지속해왔다.

4. 김정은 시대 대남심리전 양상 및 특징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수단과 방법,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에 비해 대남심리전이 더욱 저돌
적이면서도 난폭하고, 노골적이면서 교묘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대남선전선동이나 심리전이 김씨 일가 및 북한체제, 주체사상 선전
과 함께 반미‧반정부 의식 고취를 통한 대중의식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
하자면 선전선동보다는 심리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내세울 것 없는 김정은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보다는 우리 대통령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저질스럽게,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공격하거나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정
은에 대한 우상화선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고위급 3인방이 인천을 전격 방문한 것도 김정은이 통 큰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대남심리전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남심리전 수단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북한은 2003년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상 및 심리전 중단 합의이후 심리전효과가 상대적
으로 떨어지는 휴전선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한 반면, 심리전효과가 있는 수단
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테면 남북 간에 상호 비방 중상 등 심리전을 중단하기
로 합의한 상황에서도 인터넷공간이나 평양방송의 ‘김일성방송대학’ 강좌를 통한 대남선
전선동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단 살포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
별적인 전단 살포는 중단하였으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대상을 겨냥한 전단 살포는 지속적
으로 감행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2013.12월 특정지역인 백령도 주민들을 상대로 전단을
살포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북한은 백령도에 대한 포격도발을 운운하면
서 백령도지역 주민들과 해병대 군인들을 협박한 바 있다.
심리전을 통해 공격해야 할 대상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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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하는 저돌적이고 난폭한 표현으로 협박의 강도를 높여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
하려 시도하고 있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13.12월 백령도 주둔 군인들과 주민들을 겨냥해 ‘백령도
불바다’ 운운하며 백령도를 떠나라고 협박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6해병려단에 보내는 통첩장’이라는 제목의 전단에서 “괴뢰 6해병려
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대상이다.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수단으로 목표
를 확정하고 발사준비상태에 있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한다”고 위협했다. 그리
고 ‘탈출만이 살길’이라는 전단에는 “백령도는 거대한 무덤으로 될 것이다. 시체마저 타버
릴 지옥의 불가마 속에서 섬 귀신이 되고 싶지 않다면 용단을 내려라. 우리의 권고는 하나
뿐이다. 뛰라”는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였다.11) 또한 지난 2010.6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나라당이 남조선에서
정권을 잡으면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으로 온 민족이 전쟁 참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을 찍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한 적도 있다.
심리전 형식 측면에서 볼 때 서방언론의 보도방식을 교묘하게 적용해 대남심리전을 전
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대남선전기구 또는 언론매체 명의의 성명이나 담화 등을 통해 직접적으
로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서방언론
의 방식을 도용해 간접비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난 2014년 초에 남북 고위
급접촉을 통해 상호 비방 중단을 합의한 이후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대남선전기구를 내세워 직접 비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비난여론을 전달하는 등 간접비난 방
식으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한 바 있다.
대남군사도발과 협박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심리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
론을 조성하고 백령도 지역에 협박전단을 살포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이 좋
은 사례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가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극단
적인 협박과 함께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실제로 고사총을 발사해 휴전선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려 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를
11) 연합뉴스, 2013.12.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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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최소한 그 횟수나 양을 제
한시키는 한편 그 사이에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국내 종북세력이 개입하거나 합세하는 남북합작 또는 연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또한 김정은 시대 대남심리전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종북 세력을 내
세워 북한을 옹호하거나 한국정부에 대해 비판하도록 한 다음 이에 편승해 한국의 대통령
이나 정부 및 여당을 비난하는 등 호흡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남심리전의 효과를 극대화하
려 하고 있다. 지난 2010. 3월에 있었던 천안함폭침 사건 발생이후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
이 합세해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 격침되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대표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해 선
동했던 것이나, 작년 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재미교포 신은미와 전 민노당 부대변
인 황선의 ‘종북 콘서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종북
세력들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북
한은 휴전선인접 지역에 고사총사격을 가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한층 더 부추긴
것 역시 남북합작에 의한 심리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도로 발달된 국내 인터넷 공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 중요기관 및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고 이를 통해 대남협박의 강도와
남남갈등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는 것 역시 최근 대남심리전의 또 다른 양상이다.
북한은 해외에 서버를 둔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려명’, ‘광명사’ 등 대남선전용 웹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이를 통해 대남비방 선전을 하는 등 직접적으로 남남갈등 조장‧확
산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이버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선전하거나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는 방법으로 남남갈등 조장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이 2014.1∼6월까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대남비방전을 펼친 것이 무려 7235차례
나 된다.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대남비방을 쏟아낸 셈이다. 특히 블로그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악용해 익명의 뒤에 숨어 각종 국내 문
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친북 사이트와 SNS 계정이 178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 주요기관
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친북 게시물은 연간 1만 2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
났다. 그리고 이러한 친북 사이트와 SNS 운영자의 상당수가 북한 사이버전 정예요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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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 2003. 1.23일 인터넷대란, 2009. 7. 7일 DDoS 대란, 2011. 3. 4일 DDos
대란에 이어 2011. 7월에는 농협전산망을 해킹해 마비시킨 적도 있다.
특히 지난 2013. 3.20에는 방송사와 금융사 등 6개 기관의 4만 8700여대의 PC 서버 및

ATM을 마비시켰으며, 6.25일에는 청와대와 국무조종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언론 및 방
송사 등 총 24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을 감행하거나 해킹 및 변조하였고
중소 언론 및 방송사의 서버 130여대를 파괴하였다.12) 이에 따라 네트워크화 된 한국사회
는 북한에게 있어 휴전선과 국가보안법을 우회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제2의 땅굴’
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편, 현재 한국사회에는 북한이 남남갈등 조장에 직접 나서지 않고 방향과 이론적 토대
정도만 제공해주면 북한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남남갈등 조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친북‧
종북 단체들은 물론 그러한 성향의 언론매체와 소위 ‘사이버 전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실
제로 국내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인터넷 카페
와 블로그 등이 연평균 100여 개씩 만들어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퍼 나르고 있는 실정
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친북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13)
최근에는 청와대와 농협 등 중요 국가기관 및 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정도가 아니
라 아예 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 전산망과 연계된 국가 기간시설의 기밀을 빼내고 가동중
단을 협박하는 등 저돌적이고 난폭한 방식으로 심리전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14.12월에 있었던 사상초유의 원전 해킹사건이 중요한 사례이라고 할 수 있다.14) 국가
의 핵심시설인 한수원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우리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12) 한 희, 상상의 물결과 사이버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간담회 발표자료, 2014).
13) 동아일보, 2014. 9.11.
14) 지난해 12.15일을 시작으로 자칭 ‘원전반대그룹’은 총 5차례에 걸쳐 원전 냉각시스템 설계도면 등
내부문서를 대거 유출했으며, 25일까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원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파
괴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였으나, 다행히 큰 문제없이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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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대응방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과거에 비해 저돌적이고 난폭하며 노골적이
면서도 교묘한 양상을 띠는 것은 두 가지로 원인을 분석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것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함에 따라
대남심리전을 담당한 간부들이 자신들의 충성심을 업무성과로서 검증받아야 할 상황에 놓
여 있다는 것이다. 업무성과를 내려면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보다 공격적이고
저돌적으로, 과격하고 난폭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이 젊다는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젊은 데다 해외에 유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적인 발전추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젊은 패기와 나름대로의 국제
적인 감각을 충족시키자면 대남심리전 담당자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교묘하고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 지금처럼 저돌적이고 난폭하게 대남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단순한 위협과 협박에 대한 대응은 물론, 실제적으로 북한이 군사도발이나 사이
버테러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격이나
적극적인 대응조치보다는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취해왔던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북한의 배짱을 너
무 키워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저돌적이고 난폭하면서도 노골적이고 교묘한 대남심리전에 어떻
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최근에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쳐스’에 대한 북한의 해
킹공격이후 보여준 미국이 단호한 대응과 그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눈여겨보면 이미 해답
은 나와 있다.
향후 북한이 또다시 대남군사도발이나 DDos 공격 및 해킹 등 각종 사이버테러를 감행
할 경우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 경우에는 반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어놓
는 것이 필요하다. ‘공격은 가장 적극적인 방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방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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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단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따른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상당
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민간단체가 비공개적으로 하는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현장중
계 하듯 보도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는 행위, 북한이 협박할 때 쓰는 폭력적이고 저속
한 표현을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언론의 진정한 역할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저속한 표현을 써가면서 극렬하게 비방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코흘리개 김정은
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또는 ‘김정은 제1비서’ 등의 호칭을 꼬박꼬박 써서 예
우하는 것이 과연 점잖고 성숙한 언론인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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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데일리NK 편집국장/편집인, 제17대대통령
직인수위 자문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11년6개월). (현재)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 저서 김정일 리포트 외.

1. 한반도 통일과 북한 정보자유화
1.1. 정보자유화: 북한 개방화‧시장화‧민주화의 선결과제
‘북한 정보자유화’란, 북한과 국제사회가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
에는 세 가지 영역(category)이 존재한다.
첫째, 국제사회의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 내부에 유통되는 것이다.
둘째, 북한 내부 정보가 자유롭게 국제사회에 유통되는 것이다.
셋째, 2400만 북한 주민들 간에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이다.
북한체제는 지난 70년 동안 김일성‧김정일‧김정은정권에 의해 사상통제‧조직통제의 방
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사상통제‧조직통제의 근간이 정보통제이다. 압축하여 말하면, 북한
김씨 정권은 ①주민들과 외부세계의 정보차단 ②2400만 북한주민들 사이의 정보차단을
통해 전체주의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해온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보자유화’는 북한정권에 의한 사상통제‧조직통제를 해체하고, 북한주민
의 세계화‧북한체제의 국제규범화 및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한국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실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준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준비과제, 둘째
북한에서 준비되어야 할 과제, 셋째 국제사회의 협력과제이다. 통일준비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합목적적 방향으로 전개‧수렴되어야 하며, 주어진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준비도 사실상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 가치를 근간
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통일이란,
그 내용에서 볼 때 북한 전역에 자유‧인권‧민주주의‧법치‧시장이라는 가치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준비되어야 할 과제’가 훨
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놓여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주력해야 할 영역도 바로 이 ‘북한에서 준비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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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반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준비되어야 할 과제들은 구체적으로 비핵‧개방
화‧시장화‧민주화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에 체제의
공통성이 넓어지고 차이성이 줄어들면서 통일도 가까워지게 된다.
북한의 정보자유화는 이러한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결(先決) 과제에 해당한
다. 즉, 북한 정보자유화는 북한의 개방화‧시장화‧민주화를 위한 선결 과제이자, 동시에
개방화‧시장화‧민주화를 추동하는 ‘엔진(engine)’과 같은 것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사회적 의식은, 기본적으로는 유일사상(영도)체계의 틀에 가
두어져 있다. 주체사상‧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노동당 규약의 틀에 주민들
의 사회적 의식이 묶여져 있는 것이다.
북한 정보자유화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이같은
사상과 사회적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권‧민주주의‧시장‧법치라는 국제사회의 기
본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와 공통성을 늘여가는 것이다.

1.2. 정보자유화: 남북 사회통합의 기초
2015년 현재 세계적 범위에서 객관화된 북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 핵문
제, 둘째 북한인권문제이다. 북한 핵 이슈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인권 이슈는 유엔인권이
사회에서 다루고 있다.

2013∼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광범
위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벌인 조사의 범위와 항목들을 자세히 보
면 국제사회가 현 북한체제를 보는 관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9가지였다. ① 식량권 침해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food) ② 정치범 수용소에 의한 침해 (the violations associated with prison
camps) ③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torture and inhuman treatment) ④ 자의적 구금
(arbitrary detention) ⑤ 차별 (discrimination) ⑥ 표현의 자유 침해 (viol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⑦ 생명권 침해 (violations of the right to life) ⑧ 이동의
자유 침해 (violations of freedom of movement) ⑨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in the form of the abductions of national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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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tates).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상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인권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고, 위의 항목에 대하여 북한당국 및 국제사회에 개선을 권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 하의 국가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발전도상국
에서 인권문제가 어느 시기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정 수준 경제
력이 발전하고 정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권문제도 대체로 이에 비례하여 개선되는 과
정을 보여준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이나 권고이행보고서(UPR)를 보면 이같은 각
국의 상황과 단계적인 개선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하지만 유엔의 북한에 대한 위 9가지 조사범위와 권고사항을 보면 북한체제는 ‘인권 이
전의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비로소 ‘인권’이라는 단
어를 처음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인권이사회
에서 제시하는 국제인권규범을 현 북한사회에 적용한다는 것은 혁명적 상황을 수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현재의 북한인권 수준과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비교해볼 때 그 격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이는 남북이 통일과 사회통합으로 가는 데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한 5000만, 북한 2400만 주
민들이 하나의 사회 제도 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격차는 통일
후 남북 사회통합 과정에서 큰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북한인권 수준은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이에 비례하여 개선되거나 또는 정치 민주화 수준에 비례하여 개
선되는, 그런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적어도 자유권‧생명권‧시민사회적 권리의 몇 항목은
즉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 현실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북한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정보자유화를 통해 지금부터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의식을 인류사회
의 보편적인 국제규범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정치‧외교‧경제‧군사 분야의 통일과, 5000만 남한 주민 + 2400만
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통합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로 나누어볼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서 후자(後者)인 ‘사회‧문화적 통합’이 체제 통일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는 동서독의 사례에 비춰보면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현 남북간의 격차는 통일
이전 동서독의 차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편이며, 특히 정보자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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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정보자유화는 통일준비→통일추진→통일‧사회통합의 전 과정에 걸
쳐 가장 기초적인 과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북한 당국의 정보통제
2.1.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언론통제
<표1> 북한체제 시기별 사상통제
1948년∼1961년

1961년∼1974년

1974년∼1994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
유일사상체계 강화
프롤레타리아 독재)
유일사상체계 확립 → 수령절대주의
스탈린주의+
김일성독재

1994년∼2011년

2011년 12월∼현재

유일사상체계‧
김정일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

김정일은 “우리 당 선전사업은 유일관리제이다. 당중앙(‘김정일’ 지칭)에서 하나를 하라
면 하나를 해야지, 둘을 한다거나 그보다 적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1)
북한의 선전(언론)사업은 당중앙위원회(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전적으로 관리‧통제한
다. 북한의 3대 매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이며, 이 매체들은 중앙당
선전선동부 직속기관이다. 3대 매체의 모든 보도‧출판물은 선선선동부의 검열(비준)을 받
아야 하며, 수령 우상화 선전과 당의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다.
선전보도 방침에는 ①항구적 방침 ②수시 방침이 있다. ①항구적 방침은 항구적으로 반
영하고 집행하여야 할 지시들이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위대성 선전, 우리식 사회주
의 제도 우월성 선전, 미일 제국주의 침략적 본성 폭로, 남조선 해방 등이다. ②수시 방침
은 해당 시기의 편집 계획에 반영할 지시를 말하며, 상부(김정은 추정)의 방침을 받아 집
행한다.
모든 기사‧편집물은 합평(合評) 단계와 3단계 검열을 거친다. 상부의 방침에 따른 원고
작성이 끝나면 먼저 3∼4 명이 윤독한 후 합평에 들어간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부의
방침‧지시 내용과 합치 여부이다. 이후 부장‧부국장‧부위원장의 심의‧결제를 거친다. 심
1) 장해성(前조선중앙방송 기자‧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증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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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재가 통과된 원고는 3단계 검열로 넘어간다.

① 선검(내부검열): 국가 검열기관에 넘어가기 전에 모든 매체에서 자체로 하는 검열이
다. 상부의 방침‧지시와 부합한다 해도 김정은(김일성‧김정일)이 사용하지 말라고
한 표현들도 중요한 검열기준이 된다.2)

② 국검: 선검에서 통과된 기사‧편집물은 국가 검열기관으로 넘어간다. 국검은 국가출
판검열국을 말한다. 국가출판검열국은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위원회
에 상설적으로 1개 국씩 파견하여 해당 기관들의 검열을 진행한다.

③ 후열: 후열이란 이미 출판되었거나 방송된 편집물들에 대한 검열이다. 이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문책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2.2. 정보 조작과 내부 통제
북한당국은 정보 조작을 내부 통제에 활용한다. 정보를 조작하는 이유는 김일성家의 독
재체제 유지이다. 사상통제‧조직통제 목적 외에도 김씨 일가의 사치‧부정부패‧권력세습
의 불합리성 등을 감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정보조작이 필요하다.
정보 조작은 ①없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②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백두산에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활동을 할 때 사용했다는 밀영(근거지)을 날조한 것이나,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 등을 통해 남조선 주민들이 김부자와 주체사상을 칭송‧찬양하고
있다는 선전 등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다.3)
사실‧진실 왜곡은 “6.25 전쟁은 미군의 북침”이라든지, 2000년 이후 한국이 인도적 차
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나 의약품 등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물자’라고 하지 않고 ‘최
고사령관 김정일이 적(敵)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이라고 선전한 경우 등이다. 역사적으
로 북한당국의 정보 조작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후계자 기간과 집권 기간이 짧은 탓에 우상화를 위한 정보 조작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세 살 때부터 운전을 배우고 다섯 살 때 탱크를 몰았다”4)는 기상

2) “김정일은 모든 매체에서 일체 쓰지 말아야 할 표현들을 수천 개나 지정하였다. 예컨대 ‘오동나무’는
‘향동나무”로, ’당나귀‘는 ’하늘 소‘로 쓰도록 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제멋대로 쓰면 경우에 따라 사건
화 되기까지 하였다.“ 위 장해성 증언.
3) 김동식, ｢북한당국의 정보조작을 통한 내부 통제전략｣(자료집, 2014).
4) 북한 당원교육용 제강(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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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외한 정보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딜레마로 인해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살아있
을 때 김정은에 대한 친필서한들을 다수 남겼는데, 거기에는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식의 조작된 내용의 당 문건을 보도기관에 내보내는 방
법도 사용하고 있다5)는 것이다.

3.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의 변화
3.1. 외부정보 접촉실태 조사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두 번의 큰 변화의 기간이 있었
다. 첫째 기간은 1994년 김일성 사망에 이어 1998년까지 진행된 식량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대략 300만 명이 굶어죽는 대량아사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식량을 구해 떠돌아다니
는 유민화(流民化)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최대 20만 명의 탈북이 있었고, 연(延) 1백만 명
정도가 중국 등지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외부세계와 접촉하였다. 2014년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약 2만 7천명이다.
두 번째는 2002년 7.1 조치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시장(장마당)이 확대되는 기간이다.

2002년 이후 북한 내부 정세 변화의 큰 특징은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의 사망과 핵개발‧권
력의 3대 세습, 경제적으로는 가속화되는 시장화이다.
이 기간 중 북한의 내부변화에 중요 변수로 등장한 현상이 중국‧한국 등 외부 정보의
다량 유입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 20% 정도가 외국방송을 청취하고 있으며, 당국의 통제
속에서도 한류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USB‧

CD‧DVD 등 외부 정보를 찾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으며, 2012년 4월 김정은의 공식 권력
세습 이후 북한당국은 대남협상에서 대북전단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드라마‧영화 등 북한에 한류가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는 2004년 경부터 언
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외부 정
보와 외국 언론이 북한주민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고된 연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였다.6)

5) 장세율, ｢북한 당국의 정보조작 사례와 북한 주민들의 반응 및 대응전략｣(자료집, 2014).
6)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에 관한 조사로는 김화순(2011), 강동완‧박정란(2010, 2013)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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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북한전략센터와 김화순 연구위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이 탈
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 실태와 의식변화’(2011년)
와 ‘북한주민의 외국 미디어 수용에 대한 연구’(강동완‧박정란 2010, 2013) 등은 제한된
현실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조사연구는 북한에서의 대외 방송시청과 청취행위가 북한주민의 의식과 행동이 변
화하는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례연구이다. 북한 내 한류나 외부정보에
대한 북한주민의 수용양상과 반응의 차이를 세대별‧계층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하
고자 하였다. 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 각 정보매체들은 효과성에 있
어 차이를 보이는지, 한류는 다른 나라의 정보 매체보다 북한사회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키
는지 등을 파악하려 하였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 실태와 의식변화’는 서
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1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전에 연구팀이 개발한 설문지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2011년 2월에 북한문제
전문가와 연구자, 관련단체, 탈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문항을 조정하였
다.7)
연구팀에서는 총 200명을 눈덩이 굴리기 방식으로 표집하였고, 60일간에 걸쳐 전문조사
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face to face) 조사를 하였다. 다음은 주요 조사 결과
이다. 응답자들에게 북한에 있을 당시의 나라밖 소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질문한 결과, ‘아주 적다’가 4.0%, ‘적다’가 18.2%, ‘많다’가 39.9%, ‘아주 많다’가 37.9%로
나타나 나라밖 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응답자가 무려 77.9%에 달했다.<그림1>. 또,
외국영화나 라디오, 책잡지, 한국라디오와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본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에 대해서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있다. 이주철(2003)은 1990년대 시점에서 탈북 이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KBS사회교육방송 청취행
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강동완‧박정란은 북한주민의 라디오와 TV, 비디오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등의 보유와 유통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7) 김화순(2011).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변화 자료집. (사)북한전략센터가 기획한 이 조
사에는 여론조사전문가와 북한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발표문 작성자도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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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주민들의 국외 소식에 대한 관심도

출처 (사)북한전략센터

<그림 2> 북한주민의 외국 매체 접촉유무

외국 영화를 시청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87.4%,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2. 6%였
다. 라디오는 43.1%가 청취했고, 56.9%는 청취한 경험이 없었다. 외국 책이나 잡지는

43.9%가 읽었지만 56.1%가 읽은 경험이 없어 읽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보다 높았다. 외국
정보 및 방송매체의 경우 영화에 대한 접촉 경험이 가장 많았다.
한국라디오의 경우 55.4%가 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44.6%가 들은 경험이 없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는 무려 83.2%가 본 경험이 있어 한류열풍이 있다면 그것을 매개하는 주요
매체가 영화와 드라마임을 알 수 있었다. 접촉경험이 적어도 탈북이주민들에게는 광범위
하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16.8%만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라디오와 영화를 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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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외국 영화를 구한 경로

출처 (사)북한전략센터

영화 테이프나 CD, DVD를 어떻게 구했느냐는 질문에는 49.4%의 응답자들이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구했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는 암시장에서 구입했다는 사람이 22.4%,
해외의 친척들이 주었다는 사람이 6.3%, 기타가 20.7%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외국영화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일까?
북한에 있을 당시 각종 외부의 방송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외
국영화를 보지 않은 북한주민은 그 이유를 ‘당이 금하는 일이어서(1위,34.2%)와 ‘남의 눈
이 무서워서(26.3%)’,‘구할 수가 없어서(23.7%)’라고 응답하였다. 외국라디오를 청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30.6%의 응답자가 ‘구할 수가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외국 책이나 잡지는

52.3%가 ‘구할 수가 없어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라디오를 듣지 않는 이유로는‘남의 눈이 무서워서’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영화와 드라마 역시 38.5%가 ‘남의 눈이 무서워서 보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영화나 라디오 방송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주 접촉하지 않는 경향이 다른 외국영화

(26.3%)나 라디오(26.1%)의 경우보다 큰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외국영화나 라디오, 책과 잡지 등은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각 15.8%, 7.2%, 8.3%로 나타난 반면, 한국라디오나 한국영화, 드라마에 대해서는‘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전체 응답자 중 단,

1.0%만이 한국라디오의 경우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고, 특히, 한국영화의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한국의 문화매체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노출빈도수에 적었지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접촉빈도가 높아질 경우 한국방송에 대한 수용과 흡입
이 빠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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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북한주민이 청취하는 외국 라디오방송 시간대
70.0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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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0

15.3
1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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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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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1시~6시) 저녁(6시~10시) 밤(10시~12시)

자정~새벽5시

응답자들은 방송을 세 종류의 시간대에 주로 집중적으로 청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압도적인 다수(61.2%)가 선택한 시간대는 밤 10-12시 사이였다. 2위는 응답자의

15,3%가 선택한 새벽 5시-9시 사이이다. 3위는 저녁 6-9시 사이(11.8%)로 나타났다.
<그림 5> 응답자가 청취한 한국 방송

출처 (사)북한전략센터

청취한 한국방송 1위로는 KBS(37.6%)였다. 그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16.3%)>자유
북한방송(12.8%)>극동방송(10.6%)>대한민국 국군방송(5.7%)>의 순이다. 이 다섯 개의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들은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열린북한방송(3.5%),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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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3.5%), 자유조선방송(2.1%)과 자유개혁방송(2.1%), 자유의 소리(2.1%)이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8%만이 본 적
이 없다고 답하였고, 83.2%가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어떤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했냐고 물어보았는데,
응답자들 중 63.3%가 드라마를 지목하였고, 2위는 멜로물로 9.3%였다.
<그림 6> 응답자가 시청한 한국영상 매체

출처 (사)북한전략센터

응답자들은 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 개방형으로 개수에
제한없이 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즐겨 시청했다고 응답한 한국영화와 드
라마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총 198명의 응답자가 87개의 드라마나 영화명을 응답하였는데 10명 이상의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드라마와 영화명은 다음의 다섯 개다. 가을동화라고 응답한 사람이 37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제 2위는 천국의 계단(29명), 3위는 장군의 아들(20명), 4위로는
야인시대(16명), 유리구두(15명)의 순이었다. 5위내에 들어가는 유일한 영화는 ‘장군의 아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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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답자가 북한에서 시청한 한국드라마 87선
번호

제목

명 번호

제목

명

1

가을동화

37

31

아스팔트 사나이

2

61

취권

2

2

천국의 계단

29

32

한일월드컵

1

62

타이타닉

1

3

유리구두

15

33

보고또보고

7

63

천국의 나무

1

4

줄리엣의 남자

6

34

씨받이

1

64

청춘의 덫

2

5

큰 형님

2

35

춘향전

1

65

천생연분

1

6

남자의 향기

7

36

작두날

2

66

시라소니

3

7

토마토

8

37

욕망의 바다

2

67

호텔리어

1

8

불꽃여자

1

38

별난여자 별난남자

1

68

달빛가족

1

9

두사부일체

3

39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4

69

포도밭 사나이

1

10

장군의 아들

20

40

욕망의 불꽃

1

70

라이터를 켜라

2

11

조폭마누라

5

41

아빠안녕

2

71

형수님은 열아홉

1

12

고맙습니다

1

42

허준

1

72

어여쁜 당신

1

13

달콤한 스파이

1

43

인어아가씨

3

73

나쁜친구들

1

14

야인시대

16

44

아름다운 날들

3

74

하늘이시여

2

15

모래시계

1

45

장미빛 인생

2

75

평양박치기

1

16

올인

8

46

질투

1

76

결혼은 미친 짓이다

1

17

넌 어느별에서 왔니

1

47

진달래 꽃필때까지

3

77

친구

3

18

공동 경비 구역

1

48

아내의 유혹

1

78

쩐의 전쟁

1

19

사랑이 뭐길래

8

49

투캅스

1

79

주유소습격사건

2

20

말죽거리 잔혹사

2

50

가위

1

80

주몽

1

21

노란손수건

5

51

가시고기

4

81

부모님전상서

1

22

검은모자

1

52

이브의 모든 것

4

82

선물

1

23

야망의 전설

4

53

성난얼굴로 돌아보다

1

83

우리가 남인가요

1

24

눈꽃

1

54

엽기적인 그녀

2

84

내이름은 김삼순

1

25

그대그리고 나

5

55

쉬리

1

85

옥탑방 고양이

1

26

첫사랑

3

56

서울아가씨

1

86

지금은 연애중

1

27

약속

3

57

백만송이

2

87

개같은날의 오후

1

28

올가미

6

58

전국노래자랑

1

29

목욕탕집 남자들

3

59

겨울연가

7

출처 (사)북한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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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번호

제목

3.2. 외부정보 접촉 후 의식변화
응답자들에게 외부정보 접촉 후 외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의식변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응답자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의식변화
(단위: 점, 명, % )

종 류

평균

표준
편차

외국 영화

3.41

0.58

외국 라디오방송

3.48

0.50

외국 책, 잡지

3.38

0.51

한국 라디오방송

3.36

0.50

타국이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됨

타국이 좋지
않게 생각됨

타국에 대해
호감을 가짐

타국에 가서
살거나 교류하고
싶어짐

1

5

92

80

0.6

2.8

51.7

44.9

0

0

45

41

0.0

0.0

52.3

47.7

0

1

53

34

0.0

1.1

60.2

38.6

0

1

68

40

0.0

0.9

62.4

36.7

주: 4점 척도 기준(출처 (사)북한전략센터)

점수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커지는데 외국라디오(3.48) > 외국 영화(3.41) > 외국 책,
잡지(3.38) > 한국 라디오(3.36)의 순으로 매체간 편차가 적은 편이다.
외국방송을 듣고 외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탈북이주민들에게 문
의한 결과, 응답자들은 방송청취 후에 다른 나라에 대해 대부분 호감을 가졌고, 다른 나라
에 가서 살거나 교류하고 싶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방송을 들은 후에 다른 나라가 좋지 않
게 생각되었다는 응답자는 총 0.9%로서 전체 197명 중 단 한명이었다. 전체적으로 북한주
민은 외국에 대한 호감이 매우 증가했다.
응답자들에게 각 매체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북한을 떠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외부 정보매체 및 방송들은
응답자들의 탈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라디오방송(3.62) >한국영화, 드라마 & 외국 라디오
방송(3.56)이 공동 2위 > 외국 영화(3.50) > 외국 책 잡지(3.38)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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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보 및 방송매체가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
다보면 <표4>와 같다.
반면, 한국 라디오는 평균점수 3.62점으로서 모든 매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데, 이는 라디오가 탈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간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이 32명(29.4%)이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이 73명(67.0%)으로 영향을 받았다
는 사람이 무려 96.4%에 달한다.
최근 한류를 대표하는 한국영화나 드라마는 3.56점으로서 2위이다. 한국라디오 방송

(3.62)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탈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104명
(62.7%)이었고, 약간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이 53명으로서 31.9%이다.
<표 4> 방송매체가 응답자의 탈북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점, 명, %)

종류

평균

표준편차

외국 영화

3.50

0.70

외국 라디오방송

3.56

0.59

외국 책, 잡지

3.38

0.75

한국 라디오방송

3.62

0.59

한국 영화, 드라마

3.56

0.66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약간 영향을
주었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

3

12

56

107

1.7

6.7

31.5

60.1

0

4

31

49

0.0

4.8

36.9

58.3

3

5

35

44

3.4

5.7

40.2

50.6

1

3

32

73

0.9

2.8

29.4

67.0

3

6

53

104

1.8

3.6

31.9

62.7

출처 (사)북한전략센터

외국 라디오의 경우, 평균 3.56점으로서 한국영화 드리마와 함께 공동2위이다. 응답자들
은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음 0명(0.0%), 영향을 주지 않음 4명(4.8%), 약간 영향을 줌 31명

(36.9%), 큰 영향을 줌 49명(58.3%)로서 절반 이상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외국 책이나 잡지의 경우, 탈북에 미친 영향 평균점수는 모든 매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3.38점을 기록하였다. 북한을 떠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3명(50.6%)였다. 외국 영화의 경우 평균 3.50점으로 4위에 머물렀다. 응답자들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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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주지 않음 3명(1.7%), 영향을 주지 않음 12명(6.1%), 약간 영향을 줌 56명(28.3%),
큰 영향을 줌 107명(54.0%)로서 절반이상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및 방송수용 실태로 보면 한국 라디오방송 청취가 55.4%가 들은 적이 있다
고 대답하여 역시 라디오 방송이 우위를 보였다.
둘째,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주민들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셋째, 정보매체 및 방송이 북한주민의 의식과 탈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 응답자들
은 대부분 비공식 통로로 얻은 정보에 대해 공식경로를 통해서 얻은 정보보다 더욱 신뢰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외부 방송들은 어느 매체냐에 상관없이 탈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현재 외부에서의 방송과 정보매체가 북한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북
한주민의 의식과 행동에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북행위에 외부의
정보 및 방송이 큰 영향을 미쳤음은 확실하다.

3.3. 김정은 권력세습 후 외부 미디어 수용실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및 북한체제 변화 여부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외부정보 접촉 실태와 북한주민
들의 의식변화는 향후 북한체제 변화를 전망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2013년 ‘김정은 이후 북한의 한류현상과 미디어 유입 실태 조사’(강동완)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조사는 2013년 7월∼9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북한주
민들을 직접 면접 조사하였다.8)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일명 ‘노트텔(노트콤)’으로 불리는 중국산 EVD(Enhanced

Versatile Disc) 플레이어가 유통되면서 주민들의 외보정보 접촉이 더 늘었다.
한화 6만원 정도의 저가인 EVD 플레이어의 장점은 CD, DVD 재생은 물론 USB를 재
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B는 휴대가 간편하고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8) 면접대상자들은 식량구입 및 장사를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자들이거나 공식적으로 중국 친지 방문을
위해 비자를 받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당 약 2시간정도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졌
고, 총 25명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강동완, ｢2013년 북한주민의 미디어 수용 실태와 과제- 중국 현지
북한주민 면접을 중심으로｣(자료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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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선호하고 있다. CD는 북한 영화를 넣어놓고, 남조선 영화가 들어있는 USB를 보다
가 단속이 오면 그것을 빼서 숨기면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복제된 한국 영화나 드라마

DVD는 한화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에서 공식적 무역을 통해 내용이 담겨있지 않
는 공USB는 단속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유입 되고, 이를 컴퓨터가 있는 개인이
여기에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담아서 유통시킨다.
<그림 6> 북한에서 ‘노트텔’로 불리는 중국산 EVD플레이어.

(출처 강동완, 자료집, 2014.)

둘째, 손전화(휴대폰) 사용이 대폭 늘었다. 휴대폰은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략 270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은 손전화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으며, 가격은 200달러∼400달러까지 다양한 편이다. 요금 지불방식은 분
기나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다 쓰고나면 유로카드를 구입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능과 비슷한 터치방식이 유행하고 있는데, 700달러 정도 주어야
하는 최고가 상품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음성터치라고 부르는 것이 일명 터치방식의 손전
화인데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제일 비싸면서도 인기있는 제품이다.9)
면접팀이 만난 20대 여성은 카카오톡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북한에서는 문
자도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은 무료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 한다.

9) 한국무역협회는 2015년 1월 30일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셀룰러망 등 무선망을 활용하는
전화기’는 총 8282만3000달러(약 908억원)”로 발표하였다. 이는 2013년도의 4402만9000달러의 2배
정도이다. 김명성, “김정은, 北주민 풍족함 한번 못누려... 잠이 안온다”, 조선일보, 201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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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김정은 등장 이후 외부정보 접촉 단속이 강력해졌다. ‘109 상무조’를 비롯하여 다
양한 비사회주의 그루빠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김정은 이후 ‘7.27그루빠’라는 이름의 단속
반이 활동하면서 단속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면접자들의 증언은 통제나 단속 때문에 남한
영상물 시청이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금세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었다고 한다.
넷째,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 연계된 밀수 고리는 생계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고, 당 중앙의 검열과 단속을 따돌릴 만큼 이미 조직적인 눈가리기가 이루어졌다
고 한다. 면접팀이 만난 북한주민들은 비자를 받을 때도 많게는 1,000달러, 기본 200-300
달러 정도는 뇌물을 주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서 국경지역까지 나오는데 수십개의 초소를 거쳐야 하는데 그 때마다 술‧담배‧돈‧한국상
품 등을 주어야 통과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국에서 다시 들어갈 때 역시 그들에게 뇌물
을 주어야 잡음 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의 북한주민들의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①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욕망은 변하지 않고 ②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외부정보 접촉 경로가 훨씬 다양해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국의 단속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4.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 정보자유화 방안
4.1. 인터넷‧SNS 환경 미비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 정보자유화 방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
영역 즉 ①국제사회의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 내부에 유통 ②북한 내부 정보가 자유롭게
국제사회에 유통 ③2400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사회는 1990년대 이후 20년 가까이, 비록 아직도 많이 불
충분하지만, 외부정보의 북한내 유입이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 내부 정보도 여러 경로로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외부세계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와 같은
일부 최고위 탈북자들의 노력과 함께 2만7천명 탈북자들의 증언이 주효하였다. 또 2012년

1월 미국의 AP통신이 평양에 지사를 개설하였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 중국 신화통
신이 평양에 지사를 두고 있다. AFP와 로이터 통신도 평양에 지사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비록 북한당국의 통제로 취재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들 외국언론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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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③2400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문제’ 역시 디지털 기기 및 휴대폰의 확산으로 의미있는
환경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조건들이 많이 차이가 있지만, 2011∼2012년 중
동에서 발생한 재스민 혁명의 촉발제가 SNS(Social Network Service)였다는 점에서 향
후 임의의 시기 북한에서도 SNS에 의한 사회적 변혁운동이 촉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2011∼2012년 중동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현재의 북한체제
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중동 민주혁명과 북한체제 비교의 차이점
중동‧북아프리카

북 한

▪이슬람교
▪세습 수령체제
▪아랍민족주의(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
▪스탈린주의→김일성유일체제
▪구소련 사회주의 부분적 영향→독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
▪근대화(세속화) 부분 경험(″)
▪감시‧통제
▪개방과 대외교류, 야당‧반대파 인물, 언론 존재
(당, 국가안전보위부, 軍보위사령부, 보안부, 인민반)
(이집트 등) 부족간 갈등(리비아)
▪정보 폐쇄, 선전선동‧우상화
▪군부의 민주세력 보호(이집트)
▪핵‧미사일 보유, 국가적 兵營체제
▪왕정(사우디, 바레인, UAE 등)
▪전 주민 조직생활 (당, 사로청, 직맹, 농근맹, 여맹,
▪神政(이란)
각급 학교)
▪석유, 천연가스(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공포‧억압(연좌제, 공개처형, 관리소, 교화소 등)
▪경제 요인 민주화 촉발(튀니지, 이집트)
▪SNS, 인터넷 미비
▪SNS, 인터넷, 휴대폰의 역할
▪중국의 지원
▪보호국 없음
▪시민사회 부재(미조직)
▪민주화 세력 : “알라 신은 우리편” 인식

<표 5-2> 중동 민주혁명과 북한체제 비교의 유사점
중동‧북아프리카

북 한

▪장기독재(튀니지 벤알리 23년, 무바라크 30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70년세습독재
▪反美‧김일성민족주의
카다피 42년)
▪反美‧민족주의 통치이데올로기(리비아, 시리아 등) ▪국가자원 군사력 편중
▪국가 자원배분 왜곡(독재자 친인척 등)
▪국가자원배분 왜곡(독재자 친인척, 측근)
▪부정부패
▪부정부패(부패의 먹이사슬화)
▪빈곤(예멘, 튀니지, 이집트 등)
▪빈곤(기본계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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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부 추진과제: 남북 방송‧통신 표준화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 정보자유화 방안은 크게 ①정부 추진 과제 ②민간 추진 과제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정보자유화를 위해 공식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거의 없는
편이다. 국방부가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리전

(心理戰)의 영역은 특수 영역이기 때문에, 신문‧방송‧인터넷‧SNS 등 공식영역에서 진행
되는 정보 자유화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①국제사회의 정보를 북한 내부에 유통시키는 영역은 주로
민간라디오방송(KBS한민족방송‧RFA‧VOA‧극동방송‧자유조선방송‧열린북한방송‧북
한개혁방송‧자유북한방송)을 비롯하여, 대북전단, DVD‧USB 유입, 국내 탈북자들과 재
북 가족간 전화통화‧중국 친척 방문(‘입소문’)의 방식으로 주로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그리고 ②북한 내부정보의 외부세계 유통 영역도 탈북자 증언, 데일리NK‧NK지식인연
대‧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뉴포커스 등 민간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들이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통일준비를 위한 정보자유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할 영역이
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기반구축 과제 중 민족동질성 회복 분야에서 정식으로
남북한 방송‧통신표준화 사업을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 방송‧통신표준화 사업은, 쉽게 말해 남북간에 TV방송 송출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북한 주민들도 KBS‧MBC‧SBS‧종편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한국 시청자들도 조선
중앙TV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서독은 분단 시기에도 쌍방간 TV 시정이 가능했
다. 또 인터넷‧전화‧휴대폰‧SNS 등도 종국적으로 남북간에 정보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지금은 북한당국이 이같은 표준화 작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압박을 가
해야 한다. 이는 정부로서 당연해 해야 할 통일준비 과제이다.
남북한 전파‧방송 표준화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방송‧통신 분야에서 기기, 서
비스 장치, 서비스망, 주파수 등 각종 시스템이 단일 표준화되어 유무선의 통신망으로 연
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과 한국의 컬러TV 주사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NTSC(the united states

National Television Systems Committee)방식이고 북한은 PAL(Phase Alternation by
Lin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 NTSC방식으로 TV전파를 송출하면 북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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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청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NTSC방식과 PAL방식 신호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중국산 TV가 북한에 보급되고 있다. 그만큼 남북 방송 표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여건이
좀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파방송 분야에서 남북 표준화로 가는 정상적인 순서를 보면, 먼저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남북통신협정 체결 등 표준화를 위한 남북협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경
로를 보면, 경제분야에서 시작되어 표준화로 가는 경로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파방송 분야와 관련한 남한의 설비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표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방송‧통신분야 표준화 작업이 수행되려면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내외 환경과 조건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많은 준비
와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적어도 통일이 다가온 시점에서는 남북한 방송통신분야도 표준
화 통일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구공산권의 사례는 어떠했는지 참고로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4.2.1. 구공산권 체제전환과 전파방송 분야의 변화
구공산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노정된 전파방송 분야의 대외개방화, 또는 동서
독의 사례와 같이 분단국의 전파방송 표준화와 정치분야‧경제분야에서의 조건들을 참고
한 후, 현 북한체제의 조건들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동유럽 체제전환과 전파방송 분야 변화
국가

정치‧사상 분야

경제분야

전파 방송 변화

수령주의 不在
급진적 자유화
연방 해체
군사적 긴장 低下

○
○
○
○

시장주의 도입
가격자유화(초기 인플레)
국유재산 사유화
금융, 세제개혁

○ 언론, 시민혁명 수행
○ 방송법 개정

○ 수령주의 不在
○ 급진적 자유화
폴란드
○ 군사적 긴장 低下

○
○
○
○

시장주의 도입
가격자유화(초기 인플레)
국유재산 사유화
금융, 세제개혁

○ 언론, 시민혁명 수행
○ 전파통신관리법 개정

○ 수령주의 不在
○ 급진적 자유화
헝가리
○ 군사적 긴장 低下

○
○
○
○

시장주의 도입
○ 시민혁명 반정부 세력 자체
가격자유화(단계적 자유화)
주파수 확보
국유재산 사유화
○ 공영-민영 공존 거쳐 점진적
금융, 세제개혁
민영화

체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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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럽 체제전환의 공통성 :
① 수령주의 및 군사적 긴장 不在
② 급진적 경제개혁
③ 전파방송 분야 시민혁명 수행
▶ 현 북한체제와의 차이성 :
① 수령주의 유지
② 핵문제 등 주변국과 군사적 긴장
③ 시장 자유화 초기단계
④ 전파방송 분야 시민혁명 수행단계 진입 불가능
<표 7-1> 동서독의 방송통신 표준화 과정
통일 전( ∼89년)

통일 후(89년∼ )

비고

○ 동서독 우정성 장관 긴급조치(89. 12.) ○ 1972년 동서독
○ 동서독 통신관련 1차협상(66년)
기본조약 체
-동독 전화통신 개선
○ 동서독 장거리 전화회선 자동화, 방송
결 후 동서독
-라디오 주파수 활용범위 조정
중계업무 개선조치 등(70년)
주민 접촉 양
-설비 확충
○ 동서독 우정성 대표단 협상, 동서 베를
적 확대, 전화
린간 주파수 사용조정, 송신선 변경 등 ○ 통신분야 통합 위한 공동정부위원회
통신 교류 확
설립(90년 1.)
(71년)
대가 주요 전
-광케이블 확대
○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에 의거, 우편,
환점
-동서 베를린 간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장거리 통신, 주파수 조절, 요금정산 등
○ 서독에 의한
전용 케이블 설치
합의(72-76년)
흡수통일
-VSAT, 인공위성 수신장비 상호인정에
○ 동서독 자동전화 네트워크 구축 완성
관한 합의 및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77-82년)
수립
○ 서독 통신분야 개혁, 우편 통신 체신금
○ 동서독 통신사업자 협조공동체 설립
융 분리(89년. 7)
(90. 4.)
○ 베를린 장벽 붕괴(89년 11.)
○ 서독, 동독의 통신체계 통합
○ Telekom 2000 프로젝트 확정, 동독지역
통신망 고도화 추진(9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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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동서독과 남북한 표준화 조건에서의 공통성과 차이성
구분

동서독

북한

차이성

○ 구동독의 수령주의 부재
○ 동유럽 국가와의 지속적 상호 교류와 경
제무역 협력
○ 미-소간 냉전종식과 군사긴장 低下
○ 서독의 동독 정책과 동독 경제이득
○ 교회 등 동독 시민사회의 활동
○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유효성
○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

○
○
○
○
○
○
○
○

공통성

○ 동독의 경제 쇠락(80년대 중반∼ )
○ 통일에 대한 열망

○ 북한의 경제난 심화(80년대 초반∼ )
○ 통일에 대한 열망

유일사상체계 수령주의 존재
타국간 교류협력 미비
핵-경제 병진 노선
핵 문제 미해결
개방 난관
시민사회 부재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불이행
한국의 통일준비 시작-미래 불투명

4.3. 민간 추진과제: 대북 라디오방송의 활성화10)
4.3.1. 민간 통일방송의 역할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11)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듯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북한 주민들이라고 해서 예
외가 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외부세계, 즉
국제사회의 의무이다. 특히 한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선 상
대적으로 적발이 어렵고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대북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는 100만대∼300만대로 추정되는 라디오가 보급돼 있어 대북방송
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정보접근권 보장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로 가는 데서 핵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
의 변화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
가 대북방송이다.

2005년∼2012년 한국언론재단, 미국 인터미디어, 국방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10) 민간대북방송에 대해서는 사)남북언론연구회가 발간한 2013년 민간대북방송백서을 참고하였다.
11) 2013년 1월 북한을 방문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미국 시사잡지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도 기술적으로는 인터넷 전면 연결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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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대상으로 외부 라디오 청취실태를 조사했다. 탈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외부 라디
오를 들어본 사람은 적게는 15.5%에서 많게는 22.8%로 나타났다.
<표 8> 북한주민 외부 라디오 청취율(2005-2012)
언론재단

인터미디어

국방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비율

18.2%

22.8%

15.5%

19.8%

전체응답자수

103명

291명

71명

1,486명

발표 연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4.3.2. 북한 ‘시민사회’ 형성 역할
북한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 동유럽
과 구소련도 교회를 중심으로 시민 모임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는 시민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들 속에서 ‘시민사회’ 개념이 없다. 북한에서는 당국이 조직하지 않
는 그 어떤 단체나 모임도 반국가적 행위로 취급해 엄하게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는 ‘시민사회의 맹아’가 싹트고 있다. 그것은 시장(장마
당) 세력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굶어죽지 않기 위해 장마당을 개척하
였다. 북한당국이 시장을 활성화한 것이 아니라, 배급제를 복구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어
쩔 수 없이 시장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하다가 2009년 화폐개혁 실패를 계기로 당국이 시
장에 항복한 것이다. 시장은 주민들이 죽지 않기 위해 개척한 것이다. 따라서 동유럽의
시민사회와 다르지만 시장의 주인은 북한 주민(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확대의 의미는 국가의 통제가 통하지 않는 독자적 공간이 생겼
다는 걸 의미한다. 당국의 지시를 믿지 않고 독자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 성장해온 시장세
력은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 시민사회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민세력이 외부 라디오를 청취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당국의
선전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외부 정보를 취합해 자신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시민사회가
형성되려면 당국의 통제나 지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법적이지만
대북방송을 청취하는 주민들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대북방송을 듣는 경우는 없다. 자신이 대북방송을 들
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내
용을 몰래 전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1명이 대북방송을 들으면 주변 사람 5명∼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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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대북방송을 통한 보이지 않는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
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국제사회가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건 불가능하며 북한에서 민간단체라고 주장하는 곳들
은 국가의 위장기관이 대부분이다. 일부 NGO들이 북한의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
과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북한의 대남, 대외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사업
부 관련 당국자들만 접촉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통일방송은 북한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4.3.3. 북 주민에게 정확한 한반도 정세 전달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전쟁 위협을 가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북한 당국은 대남 도발
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자신들의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도발을
선택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군인들과 주민들의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사회 전반
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응전략을 당연히 준비해놓고
있어야하지만, 동시에 북한정권의 도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북한주민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방송이 평소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결정적인 시기에 군인들과 주민들이 명령에 따
라주지 않으면 전쟁은 불가능해진다. 2002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시기 미군이 바그다드에
진입하기도 전에 평소 “후세인 결사옹위”를 외쳤던 ‘공화국 수비대’들이 모두 총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 사례도 있다.
군인과 주민들이 내심 전쟁을 반대하도록 하려면 평소에 대북방송이 한반도 정세를 객
관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한국 정부의 일관된 평화 메시지가 북한 2400만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 역할을 대북방송이 해야하는 것이다. 라디오방송은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100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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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라디오 방송을 통한 북 주민 통일준비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다. 이에 따른 남북 주민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이 너무 차이가
벌어져 있다. 언어와 생활양식의 차이도 크다. 이러한 차이로 한국에 온 상당수 탈북주민
들이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통일의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되고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전체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북한 주민
들의 통일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한국 국민들 중에 북한 실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듯이 북한주민들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한국의 실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보편적인 한국 국민들의 삶이라기보다 특수한 사례를 과장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북방송
은 한국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북한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서 남과 북의 의식격차를
좁혀야 한다.
4.3.5. KBS와 민간통일방송의 역할 분담
① KBS 한민족방송을 KBS통일방송으로 전환

한민족방송은 현재 재외동포방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외동포들은 TV를 통해 KBS, MBC, SBS, 각종 케이블TV 등 다양한 채널의 한국방송
을 이미 시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영TV채널인 KBS WORLD는 전 세계 한인동포들
이 애청하고 있다.
반면에 라디오채널인 한민족방송을 듣는 재외동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재외동포방
송으로서의 경쟁력이 낮은 한민족방송을 통일방송으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 한민족방송은 현재 1,200kw로 송출하고 있다. 주파수도 중파로 송출하고 있어 북
한 전역에서 AM 라디오로 수신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비교적 보급률이 높은 AM 중파라
디오로 수신이 가능한데다 출력도 높아 한민족방송의 성격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
일방송으로 바꾼다면 북한 주민의 외부 방송 청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KBS 한민족방송의 프로그램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의 성격을 재외동포방송에서 대북통일방송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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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통일방송은 북 주민 대안미디어로

KBS 한민족방송은 공영방송의 특성 때문에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민감한 내용을 방송
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성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 한국의 공영방송을
북한 주민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신들의 언론이라고 인식할 지도 미지수다. 공영
방송의 이와 같은 제한성을 민간통일방송이 보완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국 사회의 실상,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리는 것은 KBS통일
방송이 맡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북한 체제의 문제점, 개혁개방과 민주화 같은 북한
사회의 대안 제시는 민간통일방송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미디어를 통해 북한
주민과 소통하며 통일시대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통일방송의 경우 탈북자 방송원의 비중이 높고 북한 용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아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서에 맞는 방송을 하는 데 유리하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대안방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에 있는 두 개의 대북방송도 각각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주
로 미국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경우 예산은 미
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은 비영리민간법인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대북방송사들은 짧게
는 6년, 길게는 10년 정도 방송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은 재정적 여건이 어렵고 외국의
주파수와 송출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방송출력이 낮고 주파수도 적어 북한 주민들에게 좋
은 음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통일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음질로 북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3.6. 민간 통일방송의 과제
① 주파수 및 출력 확대

현재 봉착한 가장 큰 난관은 주파수와 출력의 문제이다. 민간통일방송사들은 대부분

200∼300Kw의 낮은 출력으로 하루 두세 시간, 그것도 단파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단
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력이 약할 경우 잘 들리지 않거
나 기후의 영향을 받아 청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탈북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간통일방송은 1∼3% 내외의 청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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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으며 주파수 상태를 고려할 때 고정 청취층은 이보다도 낮을 것으로 추정된
다. 민간통일방송은 KBS 한민족방송과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방송과는 다른 차별성과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② 북 주민 원하는 프로그램 제작해야

민간통일방송은 열악한 재정과 제작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보도와 강의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현재는 보도와 대담,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방송으로 폭이 다양해졌으며, 전화노래방을
통해 탈북 주민들의 노래와 사연을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자유조선방송은 최근 20분 분량의 30부작 드라마 <수용소의 노래>와 60분 분량의 10부
작 <북한 현대사>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 대북방송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사
회도 바뀌고 있다. 수령독재라는 핵심에선 변화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생존방식,
간부들의 생존방식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도 달라지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2700만대의 휴
대전화가 보급돼 있으며, 지역간 이동통제는 무너진 지 오래다. 특히 시장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대북방송은 이러한 청취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북한 내 시장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③ 안정적인 운영 예산 확보

민간통일방송의 큰 어려움은 운영 예산 확보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간통일방송은 미
국 국무부와 국립민주주의기금(NED)에 대부분의 자금을 의존해왔다. 하지만 미국 내 일
각에선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국의 민간
통일방송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미국
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민간통일방송의 운영과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한국 내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문제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 한국이지만
북한주민 정보자유화와 대북방송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엔이 해마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대북방송은 한국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복잡한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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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이 역할을 방기하면서 민간통일방송이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
서 민간통일방송에 대한 일차적 지원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특히 현재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원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기관, 기업, 한국 국민들로부터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후원자를 다양화하는 것이 대북방송
을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3.7. 민간통일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① 1단계 : 운영비 지원

초기 단계 지원의 핵심은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비 보조다. 송신소 확보를 위해서는 수
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방송체제 완비는 뒤로 미루더라
도, 적어도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향후 1∼2년 정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미국의 대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 한국어 방송의 1년 예산은 약 800만달러로 추정된
다. 반면 국내 민간통일방송의 1년 예산은 2013년까지 4개 민간방송사를 모두 합해 대략

100만달러 정도였다. 대부분 미 국무부나 국립민주주의기금(NED)에서 지원하였다. 그러
나 2014년부터 국무부 지원이 종결되어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체 예산 가운데 55%는 주파수 송출비용이다. 각 방송사가 매년 10∼20만 달러 예산
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간통일
방송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방송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처음에는 4개 민간통일방송사에 각각 월 1천만원 정도, 일년에 약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점차 미국의 지원 수준인 100만달러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지원 예산은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거나 현행 방송법을 부분적
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사
업자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통일방송사에 한해 허가 요건을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통일방송 지원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일부, 그리고 민간대
북방송협회가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민간통일방송이 이용할 주파수와 송신소,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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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 주파수와 송신소 지원

중간단계 지원의 핵심은 송출시설과 주파수 지원이다. 가능하면 향후 2∼5년 이내에 국
내 민간 방송사에게 국내 AM 주파수와 송신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통일방송
사들은 중앙아시아(우즈벡) 등 해외 송신소를 이용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 주파수도 날
씨와 계절에 따라 음질의 차이가 큰 단파가 대부분이다. 만약 민간통일방송이 국내에서

AM주 파수를 송출할 수 있다면 현재의 청취율이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이상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최소한 AM 주파수 1개를 할당하고 700Kw∼1000Kw급의 국내 송신시설
지원을 검토하여 방송 청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KBS 제2라디오는 AM과 FM을 동시에 송출하고 있다. 최근 FM출력이 높아지고,
수신기의 질이 좋아져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FM으로 KBS 제2라디오를 듣고 있다. AM주
파수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 AM주파수를 통일대비전략 차원에서 민간통일
방송의 몫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파수를 배분 받은 후에는 그 주파수를 송출할 수 있는 송신 시설이 필요하다. 중단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송신소 신축 보다는 KBS가 운영하는 낡은 송신소를
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는 북한의
대남방송 방해 전파를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확충하거나 정부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방송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충당하거나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대북방송지원 예산을 편성하
는 방안 등이 있다.
③ 3단계 : 통일방송진흥법 제정

현재 대북방송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방송위원회(BBG)
는 2008년 미국의 소리, 자유유럽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등 다섯 개 방송사에 6억8천만달
러를 지출했다.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9개 언어로 방송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전체 예
산은 3천4백만달러였다. 이 가운데 한국어 방송의 1년 예산은 약 800만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투자는 거의 없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할
주체는 한국 정부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에 가장 중요한 기초작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마치 1980∼90년대 한국 축구처럼 체력과 기본기에 신경쓰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다. 한국이 통일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에 대한 투자 규모
를 미국 지원 규모 이상으로 전략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
의를 바탕으로 대북방송법 등을 제정하고 대북방송위원회 등을 구성해 대북방송을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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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통일방송진흥법이 제정된다면, 소리로 정보를 얻는 라디오에 비해 화면을 통해 시각 정
보를 전달하는 TV방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보다는 TV가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꾸는데 더 효과적이다. 민간통일방송도 중장기적으로는 TV방송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민간통일방송이 그저 ‘뜻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자족적인 의미를 뛰어 넘어 북한 사
회의 변화를 끌어내고 통일시대 남북 주민의 동질성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는 TV채널을 통한 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 지원의 핵심은 TV방송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한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교양 및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4시간 정도 기본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여기에 공중
파에서 방영하는 한국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을 2∼3시간 정도 엮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다면 북한 주민들의 대안 언론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남북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방송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강화도나 백령도, 군사분계선
등에 TV 송신소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한 사회의 결정적인 변화는 이전부터 변화의 잠재 요인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오다, 어
느 시기에 양적(量的)‧질적(質的)으로 변혁된다. 사회역사 변화발전에서 필연성과 우연성
이 결합되면서 변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가깝게는 1990년대 초 동유럽의 붕괴, 2011∼

2012년 중동 민주화가 그 사례들이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공산권 붕괴, 김일성 사망과 극심한 식량난 등 내‧외생적 요인이
겹치면서 300만 명이 사망하는 큰 양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과 한미 정부의
대북전략 부재 등 여러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양적 변화가 총체적인 질적
변화를 추동(推動)하지 못했다. 김일성‧김정일이 오랫동안 건축해놓은 정보차단 ‧ 감시통
제에 기반한 수령-당-대중의 수직적 전체주의 수령독재체계가 이 시기를 지탱한 핵심 내
구력이었다. 이후 북한은 한미중의 대북정책을 역이용하여 지금은 핵개발의 최종단계로
진입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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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중요한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된다. 시장을 매개로 한
북한주민들의 먹고사는 방식의 변화는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 잠재적 변화 요인들을 꾸준
히 축적해오고 있다. 수령-당-대중의 수직체계가 시장의 힘과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점차
균열되어 가고 있다.
남북한 통일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과 2400만 북한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
와 김정은 정권이 통일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유일사상체계와 노동당 규약, 사회주의
헌법(김일성헌법)에 의거하면, 김정은 정권은 2400만 주민 대표성을 갖는 정권이 아니라,
일개 가문(家門)의 정권이다. 통일의 형식과 내용에서 볼 때 대한민국 5000만 주권자들이
북한의 특정 가문과 통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 정보자유화는 2400만 북한주민들을 통일의 실질적인 주체로 돌려놓는 가장 기초
적인 통일준비 작업이다. 북한의 개방화‧시장화‧민주화를 추동하는 힘도 북한 정보자유화
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통일준비에서 북한 정보자유화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
아직도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오로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조차 제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과연 통일을 추진할 원천 동력을 어디에서 찾으
려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지금부터 북한 정보자유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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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안보전문가 + 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대학교육 체계 속에서 실행

하려면 어떤 제도적 창안과 보강이 필요한가?
- 현재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에서 사이버안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올 2월에 첫 졸업
생이 배출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활용계획이 미흡한 상황

-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해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적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플랜이 없으면, 기껏 키운 인재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큼

- 전문인력의 양성의 중요성에 덧붙여 어떤 실천계획을 짜야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 실정
에 기초하여 미래목표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운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음

2. 보안관련 표준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를 조기에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처에서 중심이 되어 준비해야 하는가?
- 이런 조치를 제도화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어느 정도인가?
- 현재 정부 부처 중 어디에서 다뤄야 하는가?

3.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약화‧차단시키는 방안은 대남 심리전의 실태와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데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왜 대남 심리전에 대한 방어와 대응체계가 미흡하고 소극적인지,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진단해주기를 요청함

- 그리고 어떤 대응방안이 시급한지 시급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방안을 재정리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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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준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북한 정보자유화 방안에 적극 동의

하면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 중에서 2015년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북한 주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쪽으로 끌어오는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도 필요한데,
현재 대결과 긴장 속의 환경에서 어떤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가?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다시 제시해주기 바람

-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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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토론에 앞서, ‧한국국가정보학회｣ 주관의 ‘한반도 통일과 국가정보’ 주제의 세미나가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세미나임을 지적하며 주최 측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제가 토론을 맡은 제2주제인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남심리전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발
표한 김동식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심리전 중 최대의 성공작인 ‘영향공작’(Influence Operation)에 대해 저의
견해를 간략히 피력하고자 한다.
영향공작이란 1960년 대 구 소련의 KGB(국가보안국)가 개발한 심리전술로 당시 ‘철의
장막’으로 알려진 소련에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서방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희석시키고 소
련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생각을 같도록 유도하는 전술이다. 한 사례를 제시하면,
서방세계의 유력한 언론인이나 정치인 및 학자들을 소련에 초청하여 정해진 일정을 통해
소련의 긍정적이고 우월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극진한 환대 등을 통해 소련에 우호적인 의
식을 갖도록 한 다음, 이들이 귀국하여 각종 방문기, 여행기를 통해 소련에 대한 서방세계
국민들의 부정적 의식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북한도 1970년대 이래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북공작을 통해 영향공작을 전개한 이
래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1980년대 독일 작가인 ‘루이게 린저’ 방북공작을 통한 북한체제
미화, 찬양,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남북교류활성화에 편승하여 우리 국민들과 해외동
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향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인 신은미의 이른바 종북토크쇼도 북한의 영향공작에 놀아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신은미는 자신이 보수적 성향이며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고 이념과는 무관한 평범한 주부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북한을 6차례 방문하여 북한 측의
안내에 따라 제한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마치 북한 전체사회 모습인 양 기술하며 이를 확
대 재생산하는 행각을 일삼는 것은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균형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
라 객관화를 빙자한 또 다른 편협함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신은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을 6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6차례
그것도 자유여행이 아니라 북한당국의 안내에 따라 특정한 곳을 선별적으로 방문한 신은
미가 북한 전체를 다 아는 양 지껄이는 것은 오만이며 편협함의 극치이다. 예를 들어, 넓은
동해바닷물을 겨우 6잔을 마셔 본 사람이 동해바닷물의 수온과 수질 및 성분 등에 대해
다 아는 양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특히, 신은미의 경우에는 초기 북한을 3차례 방문하고 방북기를 발간했는데, 북한당국
이 ‘영향공작’차원에서 연출하는 사안에 놀아나 방북기에서 개선문 광장 앞 포크댄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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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모란봉공원 소풍객관련 사진, 평양 대동강변의 낚시, 보트 놀이 관련 사진들을 첨부하
여 북한사회를 마치 살기 좋은 사회인양 미화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북한의 1차 영향공작에 놀아난 것이 분명하나, 그 이후에는 북한의 2차 영
향공작 대상자가 되어, 해외와 국내에서 북한체제를 미화, 선전하는 ‘ 문화공작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은미 사례를 통해 북한의 정교한 영향공작의 백미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영향공작에 놀아난 해외인사들을 소개하면, 루이게 린저(독일 여류작가), 세르그
해리슨(카네기재단 연구원), 윌리엄 테일러(위싱턴 포스트지 기자), 지미카터(전 미국대통
령), 빌리 그레이엄(목사), 프랭크 머코스키(미 상원의원), 빌 리차드슨(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등이 있다. 또한 수많은 국내 인사들도 있으나, 민감한 사안이라서 실명을 밝힐
수 없다.
사실상 북한을 노골적으로 미화, 찬양하는 국내 종북 세력들보다도, 신은미와 같은 영향
공작 수행자들이 실제로는 우리체제에 더욱 심각한 위협을 주는 세력이다. 지금 이 순간에
도 북한은 제2, 제3의 신은미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심리전차원에서 영향공작
을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공간’으로 정교하게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북한의 영향공작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의 6.25 남침전쟁에 버금가는 안
보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끝으로,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적화공세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이렇게
유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보라는 둑을 굳건히 지켜온 군, 국정원, 보안경찰, 검찰
공안 등 안보수사기관 요원의 희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안보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자유시민의 노력 덕택이라 할 수 있다. 이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영향공작에 대한 이해와 경계 및 분쇄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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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평
김인중 박사의 제1주제 동북아지역의 신 안보위협 발제와 김동식 박사의 김정은 시대의
대남심리전과 우리의 대응방안은 방어적인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게 잘 다루어진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손광주 통일연구소 소장의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주민 정보 자유화는 통일을
위해 항상 북한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수단으로 추진해야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사안별
가. 사이버테러
․사이버 테러관련 북한은 국방위 산하 총참모부 및 정찰총국 소속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 공격 전문 조직 1000여 명과 지원 인력 3000여 명
을 상시 운영, 우리의 기밀을 빼내기 위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 악성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앱)을 대량 유포해 국내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북한 정찰총국 기술정찰국 소속 해외파견 요원들이 국내 주
요기관의 e메일을 보낸 수신자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보낼 때 그 파일에
해킹 툴까지 함께 포함돼 전송되게 하거나 북한 관련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 파일을 자
동 인식해 삭제하거나 북한 관련 인터넷주소(IP주소)로 보내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이버테러문제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 수행능력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다음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9년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 전산망 장애, 2013년 언론사 홈페이지 해킹 등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다수 보고될 정도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수
준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작전기지로는 흑룡강성, 산동성, 북경, 심양, 연길, 단동에서 무역회사와 사이버 도
박회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도 신의주 대안인 단동이 제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테러 외에도 사이버도박, 게임 프로그램 개발로 연 10억 달러를 벌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2004-2010년 사이에 북한은 남한의 중요전산망에 총
48,000 건의 사이버 공격을 가했으며 2010년 한해에만도 남한의 정부기관에 총 9,200여
건의 사이버 테러를 감행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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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보고에 의하면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해킹을 통해 북한에 유출
된 군사기밀이 총 1,763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8월에는 서해안 일대에서
항공기와 선박의 위성항법 시스템 (GPS)이 매일 1-2시간씩 간헐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9년 7월 7일에 청와대와 국방부에 1차 DDoS 공격이 있었고, 2011년 3월 4일에 2차
공격이 있었으며, 2011년 4월 12일에는 남한의 농협전산망에 DDoS 공격을 가했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는 우리 측이 자업 자득한 측면도 있다. 2004년 8월 2일에 노무현
정권은 남북합작 ‘하나 프로그램 쎈터’ IT 개발용역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에 자본과 기
술을 제공하였다. 당시 이에 편승하여 한국의 종교인들의 390억원과 노무현이 남북협력
기금에서 10억원을 제공하여 도합 400억원으로 2009년 9월 16일부터 평양과학기술대
학을 건축, 2010년 10월 25일에 준공 개교하였다. 학교의 수용능력은 학부 2,000명, 대
학원 600명으로 컴퓨터 전문인력과 국방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 후 포항공대 학
장출신이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가서 1회에 30명씩, 9차례, 총 270명에게 컴퓨터 전문교
육을 실시하였다. 그 졸업생 대부분이 정찰총국 6국 (110호 연구소)에 배치되었다.

․북한은 해킹 기술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
‧공공기관 전산망에 접근을 감행했다. 국가정보원이 2013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대외비 문건’사이버 테러 실태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3만4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소를 포함한 정부 산하기관이 1만6639건이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공격도 1만365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해 기능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웜바이러스 감
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 상
반기까지 웜 감염은 2만6800건이며 정보 탈취를 위한 해킹은 1만5682건이었다. 이는
북한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 등 파급 효과가 큰 주요 기반시설을 목표로 사이버
테러를 저지르고 자료 절취 목적의 홈페이지 해킹과 e메일 공격 등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현재 국가‧공공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보안 점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20
여 건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사이버 공격을 발견
하면 즉각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공격‧경유지 접속 차단, 피해 컴퓨터의 전산망 분리,
악성코드 제거 등의 조취를 취하고 신종 악성코드의 경우 백신을 만든 뒤 탐지기술을
개발해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관련 규정 미비로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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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
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니 무관심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북한의 대학생들은 컴퓨터나 녹화기(DVD)에 메모리(USB)를 꽂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일이 많아지고 단속도 심해지고 있다.

나. 북한의 대남 심리전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이 주도하는 사이버통일전선 공작은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해
남한의 각계각층 민중들을 대상으로 대남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인 통일전선부(통전부)는 사이버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우리민
족끼리’, ‘반제민전’ 등 해외 19개국에 서버를 둔 140여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
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한 해 2만 건 넘는 선동 및 비방 글을 사이버를 통해 국내 여론의 왜곡과 남남갈
등을 조장하였다. 북한의 통전부, 225국, 정찰총국 등의 대남공작 조직들은 남한 국민들
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상에서 ‘댓글공작’을 펼쳐 허위 댓글이 마치 일반 여론
인 것처럼 호도했다.

․남북한 주요 이슈 발생하면 해외 주재 간첩 및 남한 내 좌경세력에게 북한 지령 하달
하고 남한 내 좌경세력이 해외 친북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 게시하고 북한 사이버 요
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 게재 국내 좌경세력은 개인 블로그와 유명 사이트
에 퍼 나르기를 통해 국내 유포 등으로 보혁 간 갈등을 유발시켜 심리전효과를 높이고
있다.

․통전부는 이들 웹사이트를 통해 사이버통일전선 구축 활동을 해왔는데, 주요 목적은 친
북(親北)‧반미(反美)‧반일(反日) 전선을 형성해 남한 국민을 좌파로 만드는 것이다. 통
일전선전술은 이석기류 같은 동조자를 규합하여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남한의 각계각층을 연공 합작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좌파정권 옹립을 위해 선거 때마다 사이버교란,2012년 대선 개입에 ‘올
인’, 2년 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거개입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그 수준이 7년 전 대
선 때에 비해 3배나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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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정보자유화
․한류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계속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중
문화 열풍 현상이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일부 특수계층을 사로잡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에는 북한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 내 중국과의 접경지역과 대도시는 영화‧드라마‧가요‧생활용품‧패션 등에서 한류
현상이 일면서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식
량난에서 비롯된 장마당의 번성과 한류 등 외부문화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
은 기존의 의식과 가치관에 큰 혼란과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런 의식과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로 북한의 체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CDR, DVD를 통칭하는 알판과 라디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도에 중앙당 검열대를 파견하여 집중 검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사회주의 검열을 전담하는 조직체로 ‘비사회주의 그루빠(Group)’
로 불리고 있다.

․남한 영화 및 드라마를 단속하는 기관인 130상무가 2010년 1월30일에 조직됐으며 현재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는 이를 통해 적발된 북한 주민이 1200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의 시장경제화 속에서 형성된 중국 한류의 영향이 북한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 내 한류는 남북한 사이의 갈등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 문화적 통합의 중요한 기반가능하다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일반 주민들은 TV를 거의 시청하지 못하는 북한에서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배터리나 태양열 축전기를 이용해 소형 액정TV를 시청하거나,
노트북으로 ‘목란비디오’가 제작한 외국 영화 DVD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주의적 요소도 유입되고 있다. 김일성광장에는 유럽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인 ‘빈 카
페’를 떠오르게 하는 가게들까지 들어섰다. 케이크나 에스프레소 커피, 레몬주스 도 사
먹을 수 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요리사가 즉석에서 면을 삶아 스파게티를 만든다. 이탈리아에
서 수입한 코카콜라와 캔음료도 마실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다 오히려 미국의
북한 인터넷망마비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이미 2010년 북한 내부 컴퓨
터망을 해킹해 숨겨뒀던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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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언급대로 인터넷 투입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서서히 무너질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이 K팝을 즐겨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통제 사회에 균
열이 생기고 유튜브 같은 인터넷의 침투로 북한이 붕괴할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에서 쓰이는 휴대전화 240만대로 국제전화 기능도 없고, 밀착 감시되고 있다.
․북한당국의 강력한 정보 통제에도 최근 북한 사회에 일부 균열이 생기고 있다. 라디오
를 갖는 게 불법이지만, 북한 주민의 약 35%가 외국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약 85%가 외국, 특히 한국에서 들어온 DVD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고 한국 K팝에 점점 친숙해지고 있고 ‘타이타닉’ 같은 유명 외국 영화보고 있고 유튜
브와 같은 인터넷이 북한에 침투, 독재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3. 대책
가. 사이버 대응강화 방안
단기적으로 북한 내 한류는 남북한 사이의 갈등사이버관련 정치권이 너무 안일하다. 각국
정부는 사이버 안보관련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정파적인 논쟁에
휩쓸려 북한인권법과 같이 사장되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사이버 관련 사이버 위기관리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야당의 편협한 인식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을 법제화하여 사
이버 침투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 사이버 통제기구 신설필요
․사이버 국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군 사
이버사령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조직들을 통합해 민‧군 혼성 단일 조직으로 통합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내적으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도 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안보위협에 대비한 법률적 상설 대응기구가 필요한 실정으로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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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 안전 센터를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하도록 하여 국가 위기발생시 조정통제
가 이루어져야한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67호는 법률
화 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다. 법제정리
첫째, 북한의 사이버 대남침투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사이버 흑색선전, 유언비어 ,선전선동,
간첩 좌익세력의 교신 등을 규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통신 비밀 보
호법, 국방정보자원관리법 법률등을 정리하여 국가 사이버 관련법을 제정해야한다.
여기에 사이버 안보 통제기관을 명시하고 임무 역할,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야한다.
셋째,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신비밀 보호법상 통신기관의 감청시설 구비 의무신설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국보
법상의 반국가단체 사이트의 자동폐쇄,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보안기관의 무력화를 방지해야한다.
다섯째,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기록보관 자료규정을 위반했을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불응할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어 이를 법
률로 격상하여 인터넷 안보위해 활동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야한다.
여섯째, 정부가 차단한 종북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처벌조항의 신설과
구글 등 외국계 사이트사업자들의 수사협조 거부에 대한 국내 사업을 제한할 수 있
는 법조항 구비 필요
일곱째, 군은 북한의 비 살상무기를 통한 사이버비대칭전력 추구전략에 대비하여 사이버
전 교전규칙의 제도화 등 방어매뉴얼을 군 내부에서라도 명확히 확립해두어야한다.

․사이버 안보 수사 유관기관 즉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 센터, 경찰청사이버 안전센터, 기
무사, 대검찰청, 방송 통신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 등 협조 업무를 법률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별 분파 활동은 비효율적 예산낭비와 안보취약요소를 노정하게 되
어 북한 등 위해세력에 취약요소를 보이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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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망인 정보통신망,금융망,교육망,의료망에대한 국가사이버안전세나의 사이버 보
안진단, 감사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하며 국가안보세력의 사이버공격으로 무력화
되었을 시에 대비해야한다. 현재 대전과 광주에 구축되어있는 비상사이버망을 해외공관
까지 확대해야한다.

라. 사이버테러 적극적 대응
오바마 미국대통령 선언과 같이 적극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해야 한다. 미대통령과 미
의회는 더 적극적이다. 초당적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 등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무력화를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사이버 국제 안보 협력 강화
및 공조가 필요하며 북한 내 모바일을 활용한 민주화도 필요하다

마. 비공개적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은 공개적인 방법보다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북한 내 정확히 살포하여 북한주민
의 변화를 적극 도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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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정보기관 실패 새겨야” … 국가정보학회 13일 ‘통일 세미나’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효율적, 창의적 노력이 중요하다. 동독에 첩보망을 구축
하지도, 경제 상황을 예측하지도 못한 서독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12일 한국국가정보학회(회장 이기덕) 주최의 ‘통일준비와
정보기관의 역할’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독 연방정보부(BND)는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 등을 가장 먼저 예측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통일 준비 과
정에선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냈다.
염 전 차장에 따르면 BND는 인간정보(휴민트)를 수집하면서 동독 정치국 등 핵심부의 첩보
망을 한 번도 구축하지 못했다. 게다가 동독에 심은 BND 공작원의 90%는 동독 비밀경찰(슈
타지)과 옛 소련 정보기관(KGB)의 이중공작원이었고, BND 고위 간부가 슈타지에 포섭된 사
실을 적발하지도 못했다.
특히 동독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서독 정부가 통일비용을 낙관적으로 추산하게
만들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통독 혼란기에 동독 비밀문서를 빼간 사실을 몰랐다가 통
일 후 미국으로부터 사본 일부를 돌려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만 염 전 차장은 “BND가
전체 역량의 50%를 옛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에 투입했듯 한국도 (북한은 물론) 주변 4강
에 정보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미나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
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URL: http://news.donga.com/3/all/20150213/6963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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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남심리전, 남남갈등 유발에 중점”
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남전술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선
전선동보다는 심리전에 비중을 두면서 남한 사회 내부 갈등 유발에 주력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국가정보학회가 13일 개최한 학술회의에 앞
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과거에는 북한이 김씨 일가 및 체제, 주체사상 선전과 반미·반정
부 의식 고취를 통한 대중의식화에 중점을 뒀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남남갈등
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선전선동보다는 심리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며 "심리전 형식 측면에서
볼 때 서방언론의 보도방식을 교묘하게 적용해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
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그는 "과거에는 주로 대남선전기구 또는 언론매체 명의의 성명·담화 등을 통해 대통령 등
을 직접 비난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서방언론의 방식을
도용해 간접비난 방식을 채택했다"며 "대남군사도발과 협박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심리전 효
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대남심리전 중 최대의 성공작이 '영향공작'"이라며 "이
는 1960년대 구소련이 개발한 심리전술로 당시 소련에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서방세계 국민
들의 의식을 희석시키고 소련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전술"이
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도 1970년대 이래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북공작을 통해 영향공작을 전개한
이래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영향공작에 놀아난 해외인사들을 소개하면 루이제
린저(독일 여류작가), 윌리엄 테일러(워싱턴 포스트지 기자), 지미 카터(전 미국대통령), 빌리
그레이엄(목사), 프랭크 머코스키(전 미국 상원의원), 빌 리처드슨(전 미국 주지사) 등이 있다"
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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