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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호입니다.

한국국가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술회
의를 준비하신 한국국가정보학회 한희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
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
은 북한정권과 총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우리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력도발과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김
정은 정권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에 이어, 연일추가 핵도발을 구체
적으로 시사하며 위협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북한의 위협이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으로 여기는 듯 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북한 문제는정상적인 대화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임이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
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초래된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사
실입니다.손자병법에도 “현명한 군주와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상대의 정보를 미리 아는데 있다.” 고 하였습니다.

‘정보’는 정책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
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 돌변하는 북한에 대한 최적의 전략과 정책을
준비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정보활동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보는 단 한 차례의 실수, 작은 빈틈에도 막대한 피해는 물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
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정보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울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활동의 정
책적 수단과 대안들이 제시되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2016. 3. 17
(전) 국가정보원 원장 김 성 호

2016년 한국국가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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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지 각각 3년, 4년이 넘었다. 박근혜 정부
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에 가능한 분야부터 신뢰를 쌓아 교류협
력을 확대시키려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은 지난 4년간 내부적으로는 공포통치로 북한주민들을 옥죄이는 방식으로 체제
유지에 주력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했다.
특히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라는 도발을 자행했다. 이제는 북한체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도출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독자제재도 결정되
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을 현실적으로 변화시킬, 과거와 다른 대북정
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변경된 대북정
책의 원칙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스스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를 촉구했다.
이 글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변경된 대북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변
경된 대북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과 현재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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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경된 대북정책의 내용과 방향 등에 관해 검토해보고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쟁점이 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2. 달라진 대북정책의 추진배경
1) 북한의 4차 핵실험
북한은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에 따른 다양한 대화와 협력 제의도 불구하
고 남북교류협력에 소극적이었고,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그러다가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
장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김정은이 작년 12월 10일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강대한 핵보유국”을 언급한지 27일만에 핵실험
을 실시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동질성 회복과 상호신뢰를 바탕으
로 한 평화통일을 추구해왔던 우리의 대북정책에 일대 전환의 계기를 초래한 것
이다.
핵실험 이후 북한언론은 금번 시험용 수소탄 핵실험으로 북한이 소형화된 수
소탄을 지닌 최강의 핵억제력 보유국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선전했다. 4차 핵실
험 이후 ‘수소탄 시험 성공 자축 군중대회’가 전국에서 개최되었고, 1월 10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인민무력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탄 시험은 자위적 조
치라고 주장했다.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해서 4차 핵실험의 당위성을 언
급한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달리 사전통보나 예고없이 기습적
으로 실시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에는 6일전 외무성 성명,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당시에는 26일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에는 19일전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했었다. 그래서 국제사
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실험의 사전 징후였던 장거리 미사일발사도 없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
사 3개월후 1차 핵실험, 발사 50일후 2차 핵실험, 발사 2개월후 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달리 4차 핵실험은 핵실험후 1개월후인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과거 핵실험 당시 북한은 미국과 중국 등에 사전 통보하기도 했
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은 주변국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했다.
1) 노동신문, 20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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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북한의 과거 핵실험 비교>
구분

1차(’06.10.9)

2차(’09.5.25)

3차(’13.2.12)

4차(’16.1.6)

위력

지진파 3.9
1kt 이하

지진파 4.5
2~6kt

지진파 4.9
6~7kt

지진파 4.8
6kt

결과

핵장치 수준으로
폭발위력 제한

플루토늄 핵분열
통한 핵 실험

고농축 우라늄
사용 시사

수소폭탄
실험 주장

예고
성명

6일전(외무성)

26일전
(외교부 대변인 )

19일전(국방위)

없음

사전
징후

3개월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

50일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

2개월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의미

핵무기 제조능력
확인

핵보유 기정사실화
추진

소형화, 다종화
추진

16일전
SLBM 발사
최강의
핵억제력
주장

이는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이나 비판들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핵실험에 이은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 대해 대화로 기대할 것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는 과
거와 다른 차원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에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공감대
가 형성되었다.
2) 한반도 환경의 변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주변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처했다. 한미 군사협력 강화 등 한미관계가 한층 공고화 되는 계기가 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등 한미와 이견을 노출하여 과거 냉
전시기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신 냉전구도의 형성 가능성도 생겼다. 그
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순조롭게 채택되었다. 물론 봉합되어 있는
북한 관련 문제들이 다른 사안들과 결부되면서 언제든지 한반도 주변국가간에
재연될 수는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첫
째, 북핵문제는 활화산의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든지 한반도 주변정세에 위협적
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동안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
었지만, 다급한 문제라는 데에는 인식이 부족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 특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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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중국이 매우 당황한 것으로 보여 핵실험 초반에 서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놓고 ‘북핵 책임론’을 떠넘기고 있는 경향까지 보였다.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중국을 겨냥했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의 발언에 대해 북핵저지의 책임을 오로지 중국으로만 넘긴다고 중국은 반발하
면서, “국제사회가 오직 중국의 대북 압박에만 기대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고 생각한다면 매우 유치한 발상”이라고 중국관영 언론이 보도했다.2)

미국과

중국이 논쟁할 만큼 북핵문제의 위급성을 나타낸 대목이다. 다행히 미중은 안보
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구체적인 대북제재 이행에 들
어가게 되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주
된 요인으로 간주하여 계속적인 관심사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한미 군사협력 강화 등 한미관계의 공고화 및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과
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B-52출격을 비롯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및
전개는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의미한다. B-52 전략폭격기는 미국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3대 핵무기 운반체계로서 그 위력
이 대단한 무기이다. 이와 함께 미항공모함의 입항 등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는
김정은에 대한 압박메시지로 한 ․ 미간에 확고한 공조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
한의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격퇴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의지의 표현이
다.
셋째, 한반도 주변국가들,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일본의 강경한 대북제
재 추진으로 북핵포기를 위한 국제협력이 형성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북제
재에 모두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북핵폐기를 위한 틀을 짜고 있는 중이다. 그 중
심에 있는 미국은 그동안의 전략적 인내, 혹은 무시정책에서 벗어나 한국과 함
께 북핵폐기를 위한 다양하고 능동적이고 강경조치를 추진했다.

3월 3일 채택

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까지 독자적인 대북제
재를 발표할 만큼 국제사회는 과거와 달리 일치단결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
하고 있다.
넷째,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 혹은 편들기를 할 수 없는 상
황이 조성되었다. 물론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합의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렸다.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북한이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의 많은 물자들이 북한으로 수출되
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2) 1월 9일자 중국의 환구시보는 중국 학자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주장은 아
주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개발은 내부적 원인도 있지만, 외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원
인이 됐다”고 미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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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선다면 중국은 국제사회를 이
끌어가는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북한의 4
차 핵실험으로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후원국가가 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 함
께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래서
2270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3월초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중국도 제재이행을 확
실하게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제재에 동참하는 것
이외에 중국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북한을 확실하게 제재하기 위
해서는 중국 스스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필요하다. 즉, 대북송금과 화물통관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대북재제 조치가 나와야 한다. 특히 중국의 방관, 묵
인하에 진행되고 있는 북중간의 밀무역을 단속해야 한다.
이런 한반도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
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우리만 대화와 교류협력을 강조
할 수 없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강경할 때는 강경하게, 유연할 때는 유연하
게 대응하는 일종의 맞춤형 대북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북한의 응답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
다. 따라서 대북제재 국면이라는 국제적 환경에서 우리는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하고 때로는 대북제제 국면을 주도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3. 대북정책의 추진여건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우리의 변경된 대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근에 진행된 국제적 상황과
북한의 반응들을 살펴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대
표적이다. 3월 3일 0시(한국시각)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초강력대
북제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채택됐던 핵·미사일 관련 대북제재 결
의안과는 차원이 다른 실효성 있는 제재가 대거 포함되었다. 즉, 이전의 대북제
재 결의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서 제재하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북한지도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다수가 추가되었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당 고위간부 등 장관급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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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인 16명과 12개 단체가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관련 해외 자산
이 모두 동결되고 관련 인사는 추방될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
인 금·석탄·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가 수출 금지 혹은 제한되는 등 특정
분야제재가 처음 도입되었다.
대북 항공기·선박 대여 금지, 의심 선박 입항도 금지되는데, 그 첫 사례로서
필리판에 입항했던 북한국적 선박이 억류되었다. 북한은행의 해외 지점과 사무
소도 90일 내 폐쇄되는 등 의심 물자와 자금의 흐름이 차단된다.
미국 역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
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
력부장 등 정권 실세 11명이 특별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제재대상이 된 단체
와 개인은 미국내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출입국이 금지된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북핵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제재수
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보다 더 높아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핵전략과 도발위협
북한의 4차 핵실험 의도를 보면 대내적으로는 수소폭탄 보유로 김정은의 군사
적 리더십을 강조함으로써,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고
한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수소탄 개발 및 보유를 강조하여
당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전략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향후 6자 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핵협상에서 핵폐기보다는 핵감축 등 핵보유국가로서의 위
상을 인정받으려 한다. 그래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등 미북관계 개선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남북관계에서는 핵보유를 바탕으로 한 군사전력상 우위로, 대남주도권 장악
및 한국사회내 불안심리를 이용한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
다. 특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북핵포기 노
력을 무산시키고, 한국사회내 갈등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있다.
사실 북한은 오랫동안 핵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왔다. 핵능력을 고도로 발전
시켜 이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한 후에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상에
나서려 하는 전략인 것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에 관한 언급없이 남
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빙이
될 걸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기만전략이었다. 평화지향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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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변을 안심시키고 은밀히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북한은 향후
에도 이런 기만전략으로 남북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계속
핵개발능력을 강화시키려 할 것이고, 우리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사들을 보면, 북한의 향후 자행할 행태들이 우려스럽
다. 더구나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3월 4일 김정은 발언, 정부 대변
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 세 가지 형태로 대응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압
박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이후 7차례의 유엔 제재 때는 매번 외무성 성명 하나로 유엔 제재를 배격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3월 4일 김정은은“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 방식으
로 모두 전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3) 그리고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비난하면서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하는 등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2월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에 이어 3월 7일 국방위원회 성명
에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4)
한편 노동신문은 3월 11일 김정은의 전략군 탄도로켓 발사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란 제목의 지도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지
도에는 평양 아래 황해북도 황주군 지역부터 동해상으로 2줄의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이 그려져 있는데, 서울과 부산, 평택 등 우리나라의 6개 주요 도시에 검은
점이 찍혀있다.5) 북한은 우리의 도시들을 유사시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기존의 방침을 답습할 수는 없다.

3) 조선중앙통신, 2016.3.4
4) 노동신문, 2016.3.7
5) 노동신문 20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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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발언>
일시

발표 기관

발언 내용

2.23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나설 것이며, 1차 타격대상은 청와
대와 통치기관

김정은
발언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할 것

3.4

3.4

정부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가지 수단
대변인 성명 과 방법들이 총동원될 것

3.6

정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른 것과
외무성
관련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
대변인 담화
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

3.7

국방위원회
성명

3.11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
을 계속해야 하며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
김정은 발언
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3.12

북한군
총참모부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을 전개할 것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 지
역 해방작전으로 대응할 것이며 최고사령부가 선제 타격
명령만 내릴 것을 고대하고 있다

4.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1) 비핵화를 위한 북한체제 변화 추구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많은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변화
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을 때이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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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
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며,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
한 8.25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핵실험에 상
응하는 대가를 북한에 치르도록 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추
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1.8), 사드(THAAD) 공식협의 천명(2.7),
개성공단 전면중단(2.10)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북한을 압박함과 동시에 국제사
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외교적, 군사적 차원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한미공조
를 통해 북한의 향후 도발의지를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국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
러다임을 천명했다.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대북 압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북
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
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도 대북압박정책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고 했다. “핵으로 정권의 생
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비핵화야말로 북한정권이 존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 속히 진정
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변화되지 않으면, 핵 능력을 고도화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한반도의 평
화통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입니다.”6)라고 했듯이 한
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평화통
일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
북한체제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6) 박대통령, 2016년 장교 합동 임관식 연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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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도적인 남북관계 관리 :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한이 도발할 때 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 눈으로 걱
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
는 상황은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2.16)>

변경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주요 방침으로 한
다. 북한의 위협에 따라 수동적으로 남북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도의 남북관계 상황의 관리를 의미한다.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
단되었다. 바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불
가피한 조치였다. 지금은 과거와 다른 차원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핵무
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이어 실전배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대응을 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 중단의 의미는 첫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
한 우리의 대북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
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개성공단 존속여부를 궁금해왔다.
심지어 북핵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는 대북제재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
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여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 동참을 유도함과 동시에 미국의 대북제재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
쳐 효과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둘째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는 달라진
대북정책, 남북관계관을 시사한다. 이전에 북한은 도발 후 유화정책을 통해 대
화국면으로의 전환을 항상 도모했다. 이제는 그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
에서 북한에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
여준 결단이다.
셋째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전용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을 포함해서 6,160억원이 북한으로
유입되었다. 이 중 상당한 금액이 노동당 지도부로 전달되어 핵미사일 개발, 사
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불가피성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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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무역거래 품목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미미하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버는 송금액은 원가생산비가 거의 없는 순수익으로서 북한 지도부의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은 김정은 정권이 변하도록 만드는 실
효적 조치인 것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는 자금이 수반되는 남북교류나
경제협력은 전면 중단된다. 이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의 독자 대북제재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
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박대통령, 3.1절 경축사>

우리 정부는 3월 8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독자제재를
천명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북한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
다. 그리고 5.24조치를 보완하여 더 엄격한 내용의 대북제재를 담고 있다.
첫째,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의 대폭 강화이다. 금융거래 및 재산거래
가 금지되는 독자 대북제재 대상이 다른 국가의 제재보다 많다. 3월 초 기준으
로 각국이 지정한 북한의 제재 대상은 미국이 단체 29개, 개인 38명, 유럽연합
(EU)은 단체 16개, 개인 21명, 일본은 단체 20개, 개인 17명인데 반해 우리는
이번에 단체 30개, 개인 40명을 추가해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
거래를 금지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해운통제의 강화이다. 북한에 머물렀던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을 180일 동안 금지했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 2270호보다도 강력한 조치이
다. 2270호는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도 입항이 금지되는데, 안보리 결의 2270호 블랙리스트
에 올라 있는 북한 선박 31척 중 최소 10척은 서류상 제3국 소속이다. 물론 북
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은 5·24 조치로 이미 금지돼 있다. 남북한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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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간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세째,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 강화이다. 정부는 북한산 물품의 반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5·24 조치에서는 ‘남북 간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
의 반출·반입 금지’를 명시했지만 제3국을 통한 우회적인 위장 반입이라는 허
술한 분야가 있어왔다. 실제로 5·24 조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산 물품
의 원산지를 바꿔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가 71건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해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넷째, 우리 국민과 해외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이다. 이들 북한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들 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하였다.
4) 북한인권 개선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 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
<박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3.3)>

박대통령은 3월 3일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처음으로 폭정
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어 3월 14일 재외공관장 만찬에서도 “북한이 진정으
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공포정치를 자행하
면서 지난 4년 동안 북한 간부 100여명을 처형하고 일반주민들을 공개처형하는
등 인권탄압이 심해졌다. 이런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거 김정일은 북핵개발을 중단시킬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서방세계의 북
한 인권문제 제기 가능성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를 핵문제에 붙잡아 놓아야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힌 김정일은
핵개발로 인권문제를 피하려 했던 것이다.7) 북핵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연계
7) 북한 고위인사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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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북한체제 변화는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다.
북핵문제를 인권문제와 동시에 풀어나가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
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다.
지난 3월 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
조연설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해 우리 정부
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적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
안에 예년보다 강화된 표현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의하
고 있다.
한편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인권 조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북한 인권문제 거론이 매우 곤혹스
러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
기할 것으로 보인다.

5. 대북정책의 추진과제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및 과제들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치밀한 남북관계 상황관리 방식이다. 제재국면에
서 북한은 육해공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수단, 방법으로 도발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하여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개성공
단을 긴장지역으로 이슈화할 수도 있다. 이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가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절
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로 인한 도발정
국으로서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야한다.
둘째 비핵화와 평화협정간의 관계설정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주장을 통해 여
러 가지 사안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 한다. 평화체제 전환과
평화협정 주장은 외견상 그럴 듯 해 보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제의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의도는 한국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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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의도가 있다. 평화체제의 핵심은 평화협정인데,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는 당사자 문제와 협정내용, 실현 방법에 관해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대남공세와 함께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려
는 목적이 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안보력 약화를 획책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
제는 한미동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변경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 북미평화협
정 주장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협상력을 향상시켜 그 대가로 많은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은 미북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각종 대북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평화체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전의 비핵화를 대가로 하는 평화체제 협상과
는 달리 핵보유국으로서 협상 카드를 세분화하고 추가하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
성이 높은 것이다. 즉,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비통제와 핵군축 차원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려 한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 과정 자체가 자
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한다. 이런 북한의 저의를 간파하여 우리는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의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
다.
셋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북한체제 변화와 통일의 기회로 잘 활용해
야 한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일노력을 꾸준히 전개
해가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과거 대북제재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주도적으
로 앞장서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은 7
차 당대회를 연기하고 비상 당대표자회의 소집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김정은
정권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북한내부 정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으로 북한체제 변화 나아가 우리주도의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넷째,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들의 단합이 중요하다. 안보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에 나오
기에 인내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
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기에 지역, 세대, 계층을
떠나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8)

8) 박근혜 대통령, 3.1절 경축사 및 장교합동임관식 연설중에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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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단
결에 북한이 굴복했듯이, 현 상황 역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단합이 가장 중
요한 시기이다. 북한체제의 변화가 통일로 이어지도록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2016년 한국국가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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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
우리나라는 1945년 8월15일 36년간의 일제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출하여 러시아식 공산정권이 수립되었으며 남쪽에
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결과 70여년이 지난 오늘 南과 北의 경제와 모든 사회발전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세습독재 체제와 대한민국의 자유민
주주의체제간의 평화적 경쟁의 결과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독재체제인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정권이 무너질 날도
멀지 않았으며 북한주민이 해방을 맞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인
권에 외면하던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이 발의 된지 11년 만에 드디어 국회
에 통과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
재결의안이 3월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
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엔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서 북
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모든 부문의 활동을 막고 그들의 숨통을 조임
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대한민국도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경수와 함께 오랫동안 중단상태에 있던 대북
방송을 재개 했고 대북 전단 살포도 군부에서 재개 하는 등 대북정책의 근본 변
화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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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제재와 함께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까지 이전 정권에서는 상
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대북 압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난 여러 정권들에서 북한에 많은 유화정책들을 써왔으며 많은 지원으로 북
한의 정책적 변화를 기대했다. 김대중 노무현 시기 최고조에 달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독재정권 강화와 그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꼴
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 북한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을 위협공갈하고 있다. 이것은
대북정책의 실패였고 이런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응당한 정부의 몫이다.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대북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결국 지금의 환경에서 대북정책의 근본변화를 촉발한 책임은 북한독재 정권에
있는 것이지 일부 좌파계열 사람들의 말처럼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북한을 다루자면 지원이 아닌 압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압박
의 목표는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종목표인 통일을 위한 첫 단계의 목표이다. 이 첫 단계를 실
현하지 않고 통일 구호를 웨치는 것은 콩밭에서 두부를 찾는 것과 다름없다.

1. 자유통일의 과제와 민주화된 북한의 모습
□ 자유통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민주화란 독재자에게 강탈당한 북한주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찾는 것이다.
북한민주화 전략에서는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독재자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권을 되찾아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정권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사람, 대통령이나 집권자는 국민의 위임에 의하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국민을 대신할 수는 없다.
때문에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고 탈북자를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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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하고 주민들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고 자기 노예로 만드는 북한의 독재
통치자는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인 것이 아니라 주민을 배반한
반역자이다.
이로부터 세습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북한민주화의 첫째 목표로 된다.
따라서 세습독재가 아닌 새로운 국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통일의 다음과제는 북한의 경제를 급격히 발전시켜야한다.

북한의 새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여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새 정권은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는 국
민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 독재자의 모든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정치 경제 문
화 등 사회 전반에서 독재체제의 산재들을 숙청하고 자유민주적 질서와 체제
를 확립해야 한다.
□ 민주화된 북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째,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되찾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의 영구집권을 없애는 것이다.
헌법에 5년 단임제를 도입해서 수령을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수령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유일당 노동당의 통치를 끝내고 당의 통치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해방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을 벗어나서 시장경제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경제에서 자유화를 도입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토지에 대한 국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촌에서의 국가경영체제인 농
업협동조합을 해체하고 개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개인농경영체제로 전환
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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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종 법률에 명시된 개인 우상화에 대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헌법의 기능을
살려 헌법에 규정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여행과 거주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

2. 자유통일의 길에서 탈북민들의 과제와 역할
북한민주화와 통일의 길에서 탈북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북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종북좌익 세력을 고립시켜 북한의 간첩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
다. 이석기와 같은 종북 세력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보법을 강화하여 간첩들과 종북세력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맹목적인
추종세력들은 교육하여 애국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2) 북한독재정권의 반인도주의적 정책과 북한의 실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키워주어 대한민국의 우월성과 정통성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북한민주화의 최대적은 김씨 세습정권에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북한정권을
고립시키고 불쌍한 북한주민들은 구원해 주어 반독재 투쟁의 역군으로 키워야한다.
4) 대한민국 내에 퍼져있는 전쟁공포증을 없애야하며, 진정한 평화는 전쟁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국민적 용기와 애국심에 있음을 알리고 강한 국방력으로 적들을
압도해야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국제적인 인권운동으로 북한독재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북한인권유린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선전하여 세계 각국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려야 한다.
□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탈북민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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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사회에서의 탈북민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1) 탈북민들은 각종 국제회의와 각국의 인권행사들에 적극 참가하여 북한 독재
정권의 악행에 대하여 알리며 그로 하여 발생한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며,
북한에 존재하는 정치범수용소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림으로써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북한에 주는 모든 종류의 원조는 북한독재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을 일삼는 독재 통치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알리고 절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해야 하며
북한주민들이 반독재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한편 북한 주민들이 독재통치를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유엔국제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실행해야한다.
당면하게는 중국정부의 북송을 저지 시키고, 탈북한 북한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4)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대북 유엔제재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대한민국정부가 하고 있지만 우리 탈북민들도 적극적으로 동
참해야 한다.
둘째로, 통일의 기본기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 활동
1) 적과 동조세력을 확실히 구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북한독재정권은 7천만 우리 민족의 원수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고 독재집단
을 붕괴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는 입장과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탈북민들이 더 열심히 북한 실상을 대한민국에
알리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대한민국 내부에 잠입한 북한간첩세력들과 종북세력들의 反대한민국활동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 운동에서 탈북민들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잣대를 명백히 하여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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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색출하는 운동을 벌려 나갈 것이다.
하나,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옹호하는 사람들 둘,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셋, 간첩들과 종북 세력이
싫어하는 국가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 넷, 북한의 핵개발을 하는
환경에서 북미 또는 남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다섯, 북한
의 도발을

북한에

유리하게 변호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탈북민들은 상기 5가지 기준으로 종북세력을 평가하고 그들과의 투
쟁을 벌려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이 무너졌다는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면 김정은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여러 가지 통로로 투입해야 한다.
1) 북한 내에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정보를 주입해야한다.
대북 전단지를 통한 활동을 적극 하는 것, 전단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삶과 탈북민들이 누리고 있는 실질적인 행복을 가감(加減) 없이 그대로 전단지에
담아 보내는 것이다. 간단한 식품과 일용품도 함께 보내는 것도 방법이
다.
라디오방송과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전을
하되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생생한 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2) 북한 간부들과 외교관들을 포섭하여 대한민국 편으로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내부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통일을 위해 중요하다.
해외에 나와 활동하는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전 선동을 강화하여 그들이
반독재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며 자유세계를 동경하는 사람들을
골라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할 것이다.
각 나라 대사관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과 직원들, 합영 합작회사 명목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해외 파견근로자들을 포섭하여 대한민국 편으로 만들
것이며 이들이 북한의 반독재 세력이 되도록 도와 줄 것이다.
3) 북한군인들에게 한국 병사들의 풍요로운 생활에 대하여 과감 없이 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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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모순점들을 지속적으로 선전하여 반독재 세력으로 만들며 대
한민국으로 귀순 시키는 활동을 적극 진행할 것이다.
넷째, 탈북민 구출운동을 통해 독재자를 더욱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대북제재와 대한민국의 독자 제재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다면 통일의 기본역량인
북한주민들을 구원하는 방안이 없는 것이다. 북한 정권변화와 통일도 결국 사람이 하
는 것인데 이 문제를 소홀이 하면 북한의 애국세력을 키우고 그들을 북한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 동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혹독한 독재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리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민
족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1) 여러 가지 사유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의 북송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중국정부가 북송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제사회에 호소하
여 탈북민들을 국제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한다.
이 문제 해결에 우리정부가 힘을 집중한다면 중국도 설득할 수 있고 유엔도
능히 설득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그 어떤 경제 제재보다 가장 강력한 제재가 탈북민의 보호이며 경제적
제재와 함께 탈북민 보호라는 양자의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북한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2)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다방면으로 강화되는 환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아사할 사람들은 일반주민들이다. 아마도 1990년대 중반 대량 아사(餓
死) 시대를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북한에서 350만 명 이상이 아사(餓死)
했다면 이번에는 500만 명 이상이 아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북한 백성들
의 아사를 방치하면서 압박 일면으로 가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대북 경제제재를 풀자는 것은 아니다.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서 김정은이 백기를 들고 권좌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북한독재자의
목을 조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무고한 주민까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소한 그들의 살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북송 반대와 탈북
민 구출작전이며 유엔난민으로 인정하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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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으로

대량

아사사태가

벌어진다면

북한

국경경비대들

부터도 탈북할 것이기에 대량 탈북은 막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합당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3) 북한 정권의 고위층 인물들을 포섭하여 탈북시켜 그들로부터

최근 북한내의

중요한 비밀들을 알아내서 대응책을 세울 수 있고 한편 북한정권을 흔들어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수명
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외 북한대사관 외교관들과 합영, 합작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데려 오는 활동도 해야 한다.
4) 탈북민들을 수용할 탈북민 캠프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탈북 하는 경우 그들을

수용하

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많은 탈북민들의 발생으로 인한 대한
민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수용 가능한 탈북난민캠프건설이 사전에 준비 되
어야 한다.
우선 세계 각국에 탈북난민 캠프 건설을 해야 한다.
1990년대 초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발생한 탈북난민들처럼 중국으로
많은 북한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다는 예측 하에 그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탈북난민캠프 건설을 추진해야할 이유다.
캠프건설 지역으로는 중국 동북지구,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유럽 등
탈북민들의 접근에 용이한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탈북민캠프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임대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필요한 농작물을 생산하여 자립적인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끝으로 캠프에서는 탈북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기초교육을 진행하여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앞으로 자유세계에서 살아갈 실질적인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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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한다.
한편 건장한 탈북민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데려와서 직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벌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을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 인권단체들에 탈북민 구출사업과 캠프건설과 운영을 맡기고 정부는
후원과 동시에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유통일에 탈북민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착을 잘하고 통일일꾼
으로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통일의 선각자로서의 자기들의 의무를 자각하고 실천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첫째, 탈북민들의 통일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일군으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
즉, 북한을 잊지 말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 장소와 재정을 지원해주어 정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독거 노인이나 병자가 있는 가족 등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 그들의 애로인 직업을 마련해 주는 사업
을 국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직업교육을 받게 하고 졸업하면 반
드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끝으로 탈북단체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기풍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맺는말
북한 3대세습 독재체제의 종말은 멀지 않았으며 이를 앞당기고 북한주민들을 구
원하기위한 북한민주화운동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통일을 앞당기자면 대북경제 제재와 함께 탈북민구출
문제를 병행해야 한다.
북송반대투쟁을 더 강하게 하며, 국제적인연대를 구축하여 중국을 설득함으로
써 탈북자들의 북송을 막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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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탈북민들을 국제난민으로 인정하
게

함으로써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기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
대북 정책에서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
기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강화해야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들이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구축하며 한미 군사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와 통일을 구걸로 얻을 수 없고 국민들의 강한의지와 강력
한 국방력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상으로 국민들을 무장 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중국 러시아에서도 외면당하는 현시점에 우리 정부
가 못할 일이 없으며, 탈북민 북송반대와 국제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죄악이라고 본다.
탈북민 구원이 북한의 평화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추진하지 못하는 정부나 민간단체 모두가 역사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방향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 바른길로 들어섰다. 그것은
북한의 본질을 잘 모르던 시기에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햇볓정책을 실시하여 많
은 지원을 주면서 나라에 많은 손실을 주었다. 이런 과정은 역사적 교훈을 찾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다. “북한은 세습독재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 어떤
정책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발견했다. 즉 북한의 변화는 지원과 협
조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대북정책 대북강
경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은 독재자와는
그 어떤 협상이나 유화정책이 통하지 않는 다는 토대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야 한다는 사람들은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낙인 될 것이다.
지난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진정한 통일을
할 수 있다. 진정한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선사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한국국가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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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4차 북한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변경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이중성
❑ 동족임과 동시에 적(適)
❑ 국제사회의 주권국가 v. 한반도 북부지역 무력 점거 불법집단
2. 대북정책의 기조 변경 배경과 필요성
❑ 김정은 정권의 강경정책 기조강화
- 불량국가(Rogue State)ㆍ깡패국가(Bully State) 심화
- 체제유지 목적 공포정치의 지속화
❑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은 불가능함이 명백해짐
3. 대한민국 국가안보정책의 변경
❑ 정책변경(Policy Change) → 김정은 정권교체(Regime Change)로 전환
❑ 국제사회도 대화에서 압박과 제재로!
4.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UNSC Resolution 2270호(2016)
기존: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 the resolution contained some of the toughest measures ever taken
by the Council, while emphasizing that it was not intende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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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nor to affect those activities not
prohibited by Council resolutions, nor to affect international relief
efforts.
- 자금의 차단: 통치자금의 고갈!
∙ 외화벌이의 일등공신 석탄, 철광석, 금 등의 광물거래 제한
∙ 북한 은행의 지점이나 사무소 개설 금지, 기존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
∙ 자금 이동의 전면 차단
∙ 제재 위반 외교관들은 즉각 추방
- 도발에 쓰일 물품 유입의 차단
∙ 검색 기준이 ‘확신’에서 ‘의심’으로
- 처음 등장한 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
∙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단체, 기업도 제재
∙ 북한과 은밀히 거래해 온 중국 기업도 대상

Ⅱ. 비밀공작(Covert Operation) 일반론
- 정치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반복생각이 해결의 열쇠를 제공한다! 1. 비밀공작의 5단계 사다리(Covert Action Ladder)
(1) 선전공작(propaganda)
① 백색선전(White propaganda)
② 회색선전(Gray Propaganda)
③ 흑색선전(Black Propaganda)
∙ 뉴스 출처를 철저히 은폐: 허위정보나 폭로 정보 제공할 때 사용
∙ CIA의 과테말라 아쿄프 구즈만 정권 전복 목적 위장 국영방송국 운용
공작
아나운서 목소리를 기술적으로 모방
국영방송국과 인접 지역, 동일 채널 이용
정부정책 비난 - 실정에 대한 방송
세심하지 않은 청취자는 반군의 선전방송을 정부방송으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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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요 인사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사람도 출연시켜 방송
(2) 정치공작(political action)
∙ 상대국 정치에 비밀리에 개입
∙ 정치지도자의 매수, 특정집단이나 NGO에 대한 자금지원
❑ 영향공작 - 영향력 공작원(influence agent) 확보가 관건
대상국가의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주요 언론인, 대기업 간부, 군 장
성, 그 가족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소련 정보기구
∙ 워싱턴 미국 정부 내에 영향력 공작원 다수 확보
∙ 재무부차관 화이트(Harry Dexter White): 얄타(Yalta) 회담 준비자
제2의 전쟁예방 목적이라는 스탈린에 동조 비밀누설
∙ 1976년 KGB의 영향력 공작원 피에르 파테(Pierre‐Charles Pathe)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세시스(Synthesis)정치 소식지 발행
프랑스 하원의원의 약 70%가 구독
❑ 지원공작
∙ 대상국가의 정부,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다양한 지원
∙ 대상국가 외국 해외망명 지도자의 생계비나 활동비 지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서 협조 유도
장래 본국에 복귀해 주요직책을 담당할 경우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
(3) 경제공작(economic action)
∙ 토지개혁 세제, 무역거래, 투자 관련법 등 변경에 은밀히 개입 공작
∙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등 일일 경제문제는 책임 있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경제 불안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
∙ 냉전시대 대표적인 경제공작 수법
파업과 태업 유도, 전기 공급망, 유류창고 등 폭파
위조지폐를 발행 경제교란
농작물에 병충해 유발, 화재 등 여러 가지 재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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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섞은 가짜 휘발유를 대량 공급
대형 국제거래나 국제 입찰시 계약 성사 방해
∙ 경제공작은 선전공작과 병행하면 매우 효과적
생필품 부족 대대적인 선전→ 사재기→ 최종적으로 정권불신
∙ 사이버 경제공작 - 새로운 경제공작 수법으로 부각
대상국가의 컴퓨터 시스템을 교란: 금융거래 마비와 혼란 초래
2007년 러시아 정보기구 자행 에스토니아 사례
(4) 쿠데타(Coups) 공작
∙ (군부) 쿠데타 공작 지원 또는 반군세력에 대한 지원
훈련시설 제공, 피난처 제공, 자금이나 무기, 위조여권을 제공
외교행낭 사용 지원
암살 등 군사훈련 지원
∙ 쿠데타 공작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개입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 쿠데타 공작의 법률문제
반군지원이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위반은 아닌지?
테러의 교사(敎唆)로 지원국가도 테러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결과적 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국제법 위반문제
(5) 준군사공작(paramilitary operation)
∙ 정보기구에 의한 군사적 수준의 공작활동
∙ 우회적(선동, 경제, 정치공작 & 쿠데타) 공작과 달리 직접 화력을 동원
∙ 상대 국가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무력화
∙ 정보기구에 의한 물리적인 비밀전쟁(Secret War)
기존정치체제 전복 목적
그 반대로 현행 체제 옹립을 위한 특별 기동대 파견
억류된 자국민 구출
∙ 준군사공작은 외형적으로는 정규군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음
일국의 정규군을 동원한다는 것은 법 기술적으로 ‘전쟁’을 의미
∙ 정규전쟁과 준군사공작의 실제적인 가장 커다란 차이는 포로의 대우
체포된 정보요원은 범죄자이지 전쟁포로(POW)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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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보요원은 체포되어도 전쟁포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오늘날 CIA 전투사령부
∙ 공작국특별활동부

(Directorate

of

Operation’s

Special

Activities

Division)
∙ 산악지대 등 실제 전장을 누비는 CIA 요원은 군인과 거의 유사
∙ 준군사공작의 지원 - 비밀 지원통로가 필요
정보기구 자체적 항공회사 운영
베트남 전쟁 시 CIA 직접 운용: 에어 아메리카(Air America)
남 중국 소수민족인 멍(Hmong)족 출신 용병 라오스에 대량 수송
민간 항공회사와 비밀 운송협정 체결: 특별노선 운행
사우스 에어 항공: 니카라과와 반군 지원
❑ 준군사공작의 일환으로의 암살
∙ 집행공작(executive action)
∙ 극단적인 편견의 종식(terminating with extreme prejudice)
∙ 무력화(neutralize)
∙ 지저분한 일(Wet affairs)
∙ 말살(liquidation)
2. 국제사회 비밀공작의 현실
(1) 냉전시대의 비밀공작 – 음지(陰地)에서는 일상적

❑ 냉전시대 비밀공작의 거두인 미국과 소련
∙ 개입여부를 숨기며, 세계도처에서 외국의 경제, 정치, 군사정책을 대상으
로 전개

❑ 다양한 목적
∙ 현 체제를 전복하고 우호적인 정부 옹립
∙ 반대로 우호적인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군에 대한 타격목적
∙ 특정 정당과 노동자 단체ㆍ시민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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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등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
∙ 상대국 신무기 개발에 대한 타격
∙ 향후 잠재적으로 정치 거두가 되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인물 제거

❑ 다양한 방법 –비밀공작 5단계 사다리
∙ 유력한 개인에 대한 비밀자금지원
∙ 정당과 사회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 노동자 단체ㆍ사기업 등의 지원
∙ 군사훈련 지원, 시장교란 등 경제공작활동
∙ 테러 지원, 정부 전복활동 등등
(2) 냉전시대 이후의 비밀공작의 동향

❑ 1991년 소비에트 공화국의 붕괴는 비밀공작에 어떤 영향?
❑ 오늘날 비밀공작을 요청하는 중요한 화두
∙ 다양한 행위주체들에 의한 초국가적 위협의 증가
∙ 민주주의 수호목적의 비밀공작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저지 및 시설물 파괴공작
∙ 국제 테러와 마약세력에 대한 공작활동

❑ 테러와 국제조직범죄는 네트워크조직
∙ 고정된 영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냉전시대와는 또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
∙ 네트워크 조직의 비정형적인 공격 특성
테러 계획은 레바논이나 시리아에서 하고,
자금은 스위스 비밀구좌를 통해 조달하고,
테러 실행은 런던, 파리, 뉴욕 등지에서 감행

❑국제 마약 문제 또한,
∙ 국경을 초월한 제왕적 통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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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도처의 생산시설과 운반시설, 세계도처에의 수송 등
∙ 한 국가에 집중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제시

❑ 제5의 전장 사이버세계는 획기적 비밀공작 유형 요청
❑ 소 결어 – 글로벌 안보현실의 교훈
∙ 전통적 주체인 CIA 단일 정보기구만으로는 한계
∙ 정보공동체(IC) 내에 공동 비밀공작 수행이라는 새로운 요구

Ⅲ. 비밀공작 계획의 수립과 위험도 평가
1. 타당성 검토
❑ 국가정책의 대집행으로서 비밀공작의 이론적 근거
∙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택의 문제를,
정책결정권자가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소극적인 외교에 의존하는 제1의 옵션(The First Option)
전쟁을 의미하며 군사력을 동원하는 제2의 옵션(The Second Option)
중용(中庸)으로 제3의 대안(The Third Option)
∙ 비밀공작의 선결적 정책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 특별한 정책목표를 위해서 외교나 군사적 방법보다 비밀공작이 더 일리가
있다는 판단
❑ 소 결어
∙ 국가백년대계와 간두에 처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해서는,
∙ 비밀공작이 실행 가능한 수단이고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정책적 결정
∙ 연후에 구체적인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정보기구에 자체 책임하의 자유재
량 부여
(그럴듯한 부인의 법리: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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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능력 검토
∙ 동원될 비밀공작의 내용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수행능력 점검
∙ 수행능력 = 현장 공작 능력 + 비용, 즉 예산의 문제도 포함
기동성을 갖춘 최신장비
운송수단, 거짓 서류, 정치하게 꾸며진 역사적 기록문건
해외 공작원을 포함한 인적자산, 즉 유능한 공작관
‘플럼빙(plumbing)’, 즉 제3의 감시공작원 확보
∙ 비밀 수수소, 기술적 지원체계 등 후방 연계 병참지원 시스템

3. 비밀공작 보충성의 원칙과 위험도 점검
❑ 보충성 원칙
∙ 비슷한 비용으로 유사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공개적 대안이 있는가?

❑ 비밀공작 위험도 측정의 2가지 관점
▸ 첫 번째 위험도 점검: 노출에 따른 위험부담 점검
▸ CIA 콜비(William E. Colby)국장
단기 ․ 장기의 차이는 있지만 비밀공작이 때가 되면 결국 노출된다.
따라서 후일 역사적 평가에 의한 성공여부도 조망해야 한다.
▸ 두 번째 위험도 점검 - 공작 실패에 대한 위험도 평가
∙ 비밀공작의 실패는,
▸ 외교적 문제, 국제적 비난 외에
▸ 직접적인 생명의 손실과 국내 정치적 위험부담
▸ 2가지 위험도 평가 후에도 외교적․군사적 대안이 없다면 비밀공작 실행

Ⅳ.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변경에 따른 정보활동 방향성 쟁점
- 정보정책 현안: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리 1.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정권붕괴(Regime Collapse)의 비교형량
❑ 관리되지 않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한반도의 재앙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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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중국 속국 위험성(?)
∙ 러시아의 재진입
❑ 세계 정보활동의 우리에의 교훈: 충분한 연구와 검토 필요
∙ Operation Ajax(TP‐AJAX) 사례
▸ The 1953년 Iranian coup d' tat
▸ 비밀공작(covert action)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 - CIA Allen Dulles 국장
CIA + MI6
이란 왕당파(royalists) & 친 왕당파 군부 & 종교지원
▸ 민족주의자자 민선 수상 모사덱(Mohammed Mosaddeq) 암살
▸ 친 서방 팔레비 체제 출범
▸ 그러나 부패한 팔레비 정권에 염증을 느낀 이란 국민
▸ 약 26년이 지난 1979년 친 서방의 팔레비 정권 축출
▸ 신정(神政)체제의 호메이니(Khomeini Regime)
∙ 산술적으로도 26년의 친 서방체제보다 더 긴 약 30년의 반 서방체제의 이
란정권
▸ 이슬람 민족의 자결권 주창하며 추진하는 이란의 핵문제
∙ 과연 당시 맵시 있는 성공으로 평가받았던 Operation Ajax은 성공한 것
인가?
❑ 성공의 상대적 평가
∙ 클린턴 행정부의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국무부 장관
▸ 아작 공작은 이란에서의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왔으므로 미국 대외정
책의 실패다
∙ Mark J. Gasiorowski & Malcolm Byrne 공저
“Mohammad Mosaddeq and the 1953 Coup in Iran”

"The '28 Mordad' coup, ... was a watershed for Iran, for the Middle East and for the
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The joint U.S.-British operation ended Iran's
drive to assert sovereign control over its own resources and helped put an end to a vib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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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s nationalist and democratic movements. These
consequences resonated with dramatic effect in later years. When the Shah finally fell in
1979, memories of the U.S. intervention in 1953, which made possible the monarch's
subsequent, and increasingly unpopular, 25-year reign intensified the anti-American
character of the revolution in the minds of many Iranians.
❑ 그러나 역효과도 감내한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Mujaheddin) 사례
○ 아프가니스탄의 오늘!
▸ 지속적인 내전
▸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탈레반(Taliban) 등장
▸ 지구상 최악의 ‘여성의 지옥’
▸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지원하며 세계평화와 안전 위협
○ 그러나 CIA 중심의 무자헤딘 반군지원 비밀공작은?
∙ 향후의 정치적인 위험까지도 예측하고 실행했던 고위험 부담 사례
∙ 소련이 야기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제2의 월남 전쟁으로 만들자!
∙ 소련군을 진퇴양난으로 몰아넣고
∙ 막대한 군비 지출을 하게 해 소련의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계획
∙ 소련의 조기 멸망에도 일조(Mark M. Lowenthal)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항하는 무자헤딘 반군 지원 결정
▸ 당시 위험도 점검: 추후 무자헤딘 세력의 반미세력 위험도 판단
▸ 핵심적 지원은 결정적으로 전황(戰況)을 바꾼 스팅어 미사일(Stingers)
의 공급여부
▸ 일부는 추후 스팅어 미사일이 미국 헬리콥터를 향할 위험성도 있다면서
지원 반대
∙ 레이건 행정부는 스팅어 미사일의 공급 결정
▸ 결국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이후 급성장한 무자헤딘
(Mujaheddin)의 역풍
▸ 탈레반과 연계된 무자헤딘은 수중에 남은 스팅어 미사일로 미국 헬리
콥터 공격
∙ 정보 ․ 정책당국자들은 당시에도 이런 위험성도 예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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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위험도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저위험이
라고 판단했던 것
❑ 논의의 교훈
∙ 비밀공작은 특정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장기 국가안보 전략에 따른 거시적인 안목
∙ 정보는 정책보다 오래가고 멀리보아야 한다!
❑ 대북 정보공작에의 교훈: CIA의 반성
∙ 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의 붕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나?

2. 국가안보정책 변경에 따른 국가정보활동의 현 단계 목표
❑ 김정은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가 당면과제
▸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무력화(neutralize)
▸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의 대전제는 백두혈통의 절멸
연후 대화 가능한 온건 통치세력의 구축
교체된 신체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의 연착륙
3.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국내정보활동의 방향성
❑ 북한 핵 등 WMD의 무력화(북한 핵능력의 실전활용 불능추구)
- 추상적 이론이나 무모한 활동이 아닌 정밀한 연구와 분석은 필수
❑ 공포(恐怖)의 균형(均衡)
- 핵개발(정보공동체 독자적 실행?) 또는 미국 안보정책에의 완벽한 편입(핵
우산)
❑ 김정은 통치력의 손상:

통치자금 고갈 공작

- 해외비자금 고갈공작
- 외화수입원의 전면적 차단
∙ 북한 해외노동자의 퇴출공작, 해외 관광식당 출입방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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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수출에 대한 저지 방해공작
- 정통성의 재창출: 김정은 형 또는 동생 지원공작
❑ 김정은 liquidation 정보활동
- 수명단축 유도 목적 스트레스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보활동
∙ 심장질환 악화로 인한 급사 및 수명단축
∙ 실시간 소재파악
∙ 축축한 공작과 관련된 은밀한 정보유출
∙ 공세적 방첩공작(Double Agent - 중국내 북한정보망의 활용)
- 대북심리전(대북전단)의 강화
∙ 내부 분열목적의 전단 살포: 의심확대 및 처형유발
4. 국제정보기구의 공조를 통한 정보협력의 강화
- CIA & 특히 MOSSAD와의 합동공작(북 핵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관계
는?)
- 테러국가 재지정
5. 탈북자를 활용한 북한 내부 교란
- 미국의 탈북단체 지원
6. 북한인권법의 실제적 효용
- 북한 인권참상에 대한 학술회의와 국제기구 등 국제공조
7. 이중스파이 운용의 방첩 공작론은 생략

Ⅴ. 세계 정보의 교훈
1. Operation Ajax(TP‐AJAX) 사례
▸ The 1953년 Iranian coup d'état
▸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 - CIA Allen Dulles 국장
▸ CIA + MI6 = 이란 왕당파(royalists) & 친 왕당파 군부 & 종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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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렉 펜코프스키 - 지구를 구한 이중스파이(Double Agent)
3. Operation Fare Well(오퍼레이션 석별)
4. Operation Olympic Game (오퍼레이션 올림픽 게임)
5. Operation Wrath of God(신의 분노공작)
∙ 모사드(Mossad)에 의해 계획되어 실행
∙ 검은 9월단에 의한 뮌헨 대학살(Munich massacre) 주동 테러 요인 암살
공작
∙ 철의 여제 골다 메이어(Golda Meir) 이스라엘 수상
▸ 위원회 X(Committee X) 구성
▸ 결론: 정의의 실현은 주동자 제거
∙ 비밀공작의 전개: 대상자 선정
▸ PLO 내의 비밀협조자(두더지)와 우방 정보기구의 협조
▸ 뮌헨 대학살에 관련된 대상자를 선별하는 암살목록 작성
▸ 암살목록은 오늘날까지도 비공개
▸ PLO 강경인물들을 중심으로 약 20- 25명으로 예측
∙ 직접 암살과 병행하여 다양한 방법의 공작기법 동원
∙ 그 중 하나가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극도의 공포심 유발 목표
▸ 암살 대상자에게 부고장 발송
▸ 또는 매우 정밀한 신상정보를 담은 서신 발송
∙ 팔레스타인 중간관료와 군부에게도 암살 공포분위기 확산
▸ 상세한 신상정보와 지휘부 정책에 개입하지 말라는 비밀경고 서한
▸ 암살 협박의 공포에 질린 이들의 행동을 크게 제한하는 심리적 효과
∙ 서신폭탄(letter bombs): mail bomb & parcel bomb & post bomb
∙ 신의 분노 공작의 기획단계에서의 핵심
▸ 후술할 그럴듯한 변명(Plausible deniability)
▸ 암살공작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연관성 차단
▸ 실행자들은 모두 모사드의 조직원 신분에서 벗어나 별도의 역사기록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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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비고(備考) - 수반되는 법리 연구와 분석
1. 위장부인 또는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l)의 법리
❑ 개념과 필요성
∙ 비밀공작은 활동 자체보다는 후원자의 정체 은폐가 중요
∙ 국가 활동에 대해 정부나 조직에게 제기된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
권국가 면책법리
∙ 비밀이 누설되어 어느 나라에 의해 수행되었는지를 알게 된 경우에도,
▸ 그 나라 어느 수준의 책임자까지 관여되었는지는 외교적 파장에 큰 차이
∙ 도마뱀 꼬리 자르기
▸ 국가정보기구는 비밀공작이 알려진 경우에도 그를 부인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
❑ 그린피스 소속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 호 케이스
∙ 1985년 7월 1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정박 중이던 레인보우 호 침몰
∙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소속 정보요원
마파트(Alain Mafart)와 프리에우(Dominique Prieur)가 뉴질랜드 경찰에
현장체포
∙ 프랑스 정부의 공식입장
▸ 국방부 소속 대외안보총국의 독자적 행동
▸ 감독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찰스 에르누(Charles Hernu) 외의 관여는
없었다.
▸ 미테랑(Mitterrand) 대통령은 사태에서 회피
∙ 레인보우 호 침몰 20주년인 2005년 미테랑 대통령 직접 승인 시인

2. 역류 또는 역풍(blow‐back) 쟁점
❑ 개념과 필요성
∙ 정보공작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퍼뜨린 거짓 악선전의 본국에의 유입
∙ 고의로 대상국가에 살포한 허위ㆍ조작 언론기사가 액면 그대로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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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 것
∙ 역류는 비밀공작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선전공작에서는 불가피한 현상
∙ 24시간 방송채널의 증가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획기적 발달
❑ 법률쟁점
∙ 작전을 포기하더라도 언론사에 사건의 진상을 말해주어야 하는가?
∙ 진실 보도를 통한 공익목적 달성을 도모해 줄 책임이 있는가?
∙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개별적 해결 문제
▸ 작전의 성공확률이 높고 중요성이 큰 경우와 국가안보 이익이 큰 경우
▸ 진실 고백을 유보하고 작전 유지
▸ 반대의 경우라면 선전공작을 포기하더라도 속히 진상해명
∙ 역류현상에 대해 침묵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내적인 정부불신, 대외
적인 국가불신 초래
∙ 따라서 선별적인 해명은 정치ㆍ외교적인 요청.

3. 비밀공작의 수단으로서의 암살(Assassination)의 법률논쟁
❑ 쟁점
∙ 현재까지 각국 정보기구의 대원칙
∙ 대외활동에서 암살은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활동의 하나
∙ 그렇지만 평시에도 암살을 유효한 정보공작 활동의 하나로 인정할 것인
가?
○ 절대적 금지설
▸ 평시의 국가의 개인 제거는 국가살인
▸ 국가가 특정한 개인을 제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 상대적 금지설
▸ 암살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파괴는 인정
▸ 다만 암살이 특별한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첩경
▸ 오히려 도덕적으로도 정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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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히틀러를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제거했거나,
▸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9/ 11 테러공격 이전에만 제거했
다면
▸ 그들이 저지른 대량살상을 막고 수많은 선량한 생명을 구했을 것
▸ 그들에 대한 암살은 자위수단을 인정한 국제법적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정당
❑ 암살에 대한 법적 규제
∙ 1975년의 처치 위원회(Church Committee) 보고서
∙ 평화시에 암살 방법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
∙ 포드(Gerald Ford) 대통령은 대통령 명령 제11,905호
▸‘정치적 암살에 개입하거나 개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 금지
∙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명령 제12,333호
▸ 정치적 동기의 암살을 법적으로 금지
❑ 레이건 대통령 명령 제12,333호
2.11 Prohibition on Assassination. No person employed by or acting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all engage in, or conspire to engage.
2.12 Indirect Participation. No agency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shall participate in
or request any person to undertake activities forbidden by this Order.
❑ 대통령 명령 제12,333호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암살금지의 범위
- DoD 자문 변호사 팍스(Hays Parks)
① 전쟁 시의 공개적 무력 폭격이나 은밀한 방법에 의한 암살,
② 미국의 국가안보에 급박한 위협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인물에 대한 저격
은 무방
③ 또한 암살은 평시에 한해 금지
- 따라서 현재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에 의한 암살은 여전히 유효

❑ 또한 현재 국제사회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중!
○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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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암살을 위한 미사일 공격
감행
▸ 클린턴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자문 변호사 작성 의견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테러조직의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특정한 영토개념이 없이 테러조직의 특성상
 오사마 빈 라덴은 테러조직 인프라의 정점
○ 암살 목표 달성: 2011년 5월 2일
▸ 오퍼레이션 넵튠 스피어(Operation Neptune Spear)
▸ 오퍼레이션 제로니모(Geronimo)

Ⅶ. 결어
DJ 정부 이래 지속되어온 햇볕정책은 더 이상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한반도 평
화정착과 자유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해
졌다. 이러한 진실을 직시한 박근혜 대통령님은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하면서까지
sunshine policy를 용도 폐기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가지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치킨게임을 더 이상 평화적인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없
음을 직시하고 두 나라가 전폭적으로 협조 가운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3월 2일 안보리 역사상 최강의 대북제재를 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UNSC 제2270호). 그러나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겁박하
며 그에 대한 양보와 평화적 대화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는 김정은 정권의 치
킨게임을 궁극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제재와 압박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이에 소위 마지막 카운터블로가 정의실현의 요청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무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라고
하지만 외교(제1의 option)만으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
고 평화의 협상테이블에 나오라고 결정타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
다고 국방력을 동원하는 제2의 option은 국제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전쟁(war)
을 의미하기 때문에 채택이 불가능하다. 이에 평화적인 외교와 무력사용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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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중간 단계로 자연스럽게 국가정보활동이 요청된다(제3의 option).
이에 본 발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력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냉전시
대와 오늘날 사이버 세계에서 전개되는 무한 글로벌 정보전쟁의 실제 케이스에 대
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나마 가능한 정보활동에 대한 고민을 담
아 보았다. 사실 이념적으로 북한 백두혈통의 절멸은 자유평화통일의 대전제이다.
그동안의 남과 북에서의 정치적 이념적 아노미현상을 냉철하게 분석 평가해 보면
백두혈통의 절멸 없이는 통일은 민족의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일된
한반도의 대통령이 백두혈통의 후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 국가정보활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한국국가정보학회의 책무
※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지만,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저돌)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