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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직무의 변천과 미래1)
임준태 (동국대학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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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최근 한국의 정보경찰 직무를 둘러싸고, 정치관여/불법사찰논란, 인사검증에 따른 세평 보고서 작성과3)
야당 측의 경찰청장 고발,4) 치안정보, 공공안녕에 대한 정보 및 정책정보 구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수사경찰과 정보경찰 분리,5) 정보경찰 축소, 국내 정보기관(국가정보청)설립 주장에6)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경찰
개혁방안이 시민단체, 정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7)
검경수사권 조정의 마무리국면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기능의 획기적 변화 동향과 맞물려, 경찰 정보
기능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종료되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21대 국회
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지난 2019년에는 전직 경찰 수장들과 정보부서 간부들이 ‘정보경찰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거 구속 및
입건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1945년 국립경찰 창설 이래, 정보경
찰 직무수행 관행을 둘러싸고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해방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8)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
1) 상기논문은 2019년 8월 21일 홍익표 국회의원 주최,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석상에서 발표한 논문 등을
최근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2)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법학박사(Prof. Dr.Dr. jur) 및 미국 Penn State Law LLM.
3) 검찰 측은 이번 세평이 청와대나 경찰 입맛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평은 행정부 소속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보경찰을 통해 진행한다. 주무 부처는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는다.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에 있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정보경찰 활동규칙, 행정절차법 등이다.
4) https://www.news1.kr/articles/?3815475(2020년 4월 25일 검색).
5)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166800001?input=1195m(2020년 4월 28일 검색).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인. ‘정보 경찰을 분
리하는 법안을 내고 싶다……. 보수정당에서 초당파적인 권력기관 분산 법안을 내보고 싶다’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6)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9481호) 참조.
7)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일부 인권단체, 소병훈 의원, 홍익표 의원, 조응천 의원, 이철희 의원, 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들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2018.7.5.)에서도 정보경찰의 정책정
보기능 전면 폐지, 집회·경비·안전사고 상황정보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 정보경찰 수행 업무를 경찰 내 다른 부서나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다.
8)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수사가 있고 나서 정부는 개혁안을 냈다. 2019년 5월에 경찰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는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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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이 경찰직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경찰 직무수행과 관련, 청와대의 지시하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정보경찰 개혁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보경찰이 관행적 혹은 일부 법령상 근거를 통하여 수행해왔던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논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이 폐지 내지 제한됨으로써,9) 해방 이후
최근까지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맡아왔던 정보경찰에 대한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일부 직
무영역이 제한된 후, 경찰청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10) 수사권 조정국면에서 강
화된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경찰 권한이 과도해져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정보경찰의 통제방안을 강력하게 제기한 가운데,11) 검찰 출
신 국회의원들이 정보경찰 개혁에 관한 다수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검찰,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찰 간에 복잡하
고 민감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소위 “힘이 센” 권력 기관 간에 경찰 정보기능 축소/확대 여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경찰 창설이래, 경찰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해왔던 정보경찰 직무에 대해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
서는 개혁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조직과 (정보)직무수행의 근거법령은 경찰조직법에 해당하는 【경찰법】, 경
찰작용법(직무 범위 및 권한)에 해당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행정규칙의 일환으로서 정보경찰 직무수행의 가
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활동규칙】을 들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정보경찰활동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경찰 태동기(1894년 경무청)부터 최근까지 정립된 경찰직무의 내용과 범위, 법제도 형성과정
은 대륙법계(독일 프로이센, 프랑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대륙법계에 따르면, 경찰직무의 본질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Gefahrenabwehr)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위험방지 및 공공의 안녕에 치중한 경찰정보 개념 논의, 예방경찰/행
정경찰 직무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치안정보, 보다 넓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정책정보 개념/범위와 법령상 근거
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로서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과 국내정책 정보기관 설치 방향을 살펴볼 것이
다. 이를 계기로 향후 정보경찰 개혁논의가 더욱더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을 확립해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701070312054001(2019년 6월 19일 검색)문 대통령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박
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선거 개입 등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및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
했다. 명칭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대북한과 국제 안보, 테러 등을 전담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0) 2018.1.14.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을 공개하며,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정보 수집 금지를 명시한 바 있다.
11) 이경렬/배수용, “경찰활동의 수사와 정보 분리에 관한 법제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63호, 2019, p.191에서, “……. 특
정 기관에 정보 권력과 수사 권한이 집중되거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원칙이 필요하
며……. 수사종결권에 더해 광범한 정보수집 권한까지 합법적으로 보유한다면, 공룡경찰/정치경찰의 위험은 더욱 분명하게 현실화된다”
라고 언급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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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보경찰 개관
(1) 정보경찰(Intelligence Police)의 개념과 직무상 특징
정보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정보(intelligence)”라는 단어는 대체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다시
말하면, 국방(defense) 및 외교정책(foreign policy) 그리고 국토(homeland) 및 내적 안전(internal security)의 어떤
측면-에 관련된 이슈들을 일컫는다.12)
한편, 미국의 【경찰학백과사전】에 따르면, '정보(Intelligence)'는 과거, 현재, 그리고 제안된 공동체 조
건, 잠재적인 문제, 범죄 활동에 대한 지식이다. 정보는 믿을 만한 첩보(information)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잠
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보는 또한 첩보의 도움을 받은 판단, 상황 또는 하나의 사실을 포함하
는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정보 절차(process)’는 첩보(Information)의 취급과 법 집행에 유용한 자료로
의 전환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13)
한국의 【경찰대사전】 「情報」편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수사하는 경찰을 말한다. 즉 자국의 국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정의 부정, 소요, 폭동, 國體의 부인/파괴/변혁 등의 일체의 불법적이고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활동
이다. 정보경찰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작용보다 차원이 높다. 따라서 정보경찰은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깊은 배려와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사후적 결과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의식
을 가져야 하는 경찰인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대사전에 따르면, 정보경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경찰이 일반경찰과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차원의 정도와 가치의 비중에 있어서, 크게 구별되는 업무상의 특징을 말한다. 성질상의 특
징과 수단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성질상의 특징
① 목적 - 일반경찰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정보경찰은 국가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② 활동지침 - 일반경찰은 사후관리적 소극행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범죄성립을 전제로 한
진압적 활동인 데 대하여, 정보경찰은 적극적, 예방적으로 범죄를 그 성립 이전에 강제로서
예방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을 활동지침으로 한다.
③ 대상 - 일반경찰은 주로 이미 발생한 위해, 범죄를 그 활동대상으로 하지만, 정보경찰은
주로 위해, 범죄가 발생하기 전의 그 원인을 활동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경찰의
대상범죄를 침해적 범죄라고 한다면, 정보경찰의 대상범죄는 위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④ 보호법익 - 일반경찰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인 데 대하여,
정보경찰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안전이다.
12) Lowenthal, Mark M.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 7th Edition(Los Angeles, CA: CQ Press, 2017),
페이지 불상(저작권보호자료). in: https://books.google.ca/books?hl=ko&lr=&id=
DiE9DQAAQBAJ&oi=fnd&pg=PT25&dq=intelligence+and+policy&ots=winzGQvcc9&sig=y5i3TL2VjQvhKqLUP4DWdNEUsco#v=onepage&q=i
ntelligence%20and%20policy&f=false(2019년 8월 7일 검색).
13) Bailey, William G.(edited), The Encyclopedia of Police Science, 2nd Edition(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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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단상의 특징
① 업무의 非공개성-정보경찰의 업무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으므로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활동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신분의 非노출성-일반경찰은 국민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노출하여야 업무수행이 용이하지만, 정보경찰은 신분이 노출될 경우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③ 업무과정의 불법성 - 정보활동에서는 첩보수집과정이나 목적실현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상당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무릅쓰는 업무수행이 인용된다. 예컨대, 비밀도청, 미행감시, 訊問,
우편검열 등 비밀공작 일반 등이 인용되는 것이다. 다만 불법성은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에서
경찰비례의 원칙에 의한 경찰비례원칙(警察比例原則)에 대한 필요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한다.

(2) 고등경찰 등 구별 개념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프랑스法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등경찰(high Policing, haute police)은 내
적 위협으로부터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연방)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에 근거한 경찰활동의 한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당해 정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내정보수집, 국가안보유지 혹은 국제적 안보활동 쪽으로
통합된 어떤 경찰활동들이다.14) 고등경찰("high policing")이라는 용어는 경찰학연구 분야에서 영어로도 소개되고
있는바,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을 표현한 단어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고등경찰(the French haute police)”
및 루이 14세 시절에 설치된 정치경찰대(the political police forc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15)
한편, 경찰법학적 관점에서 고등경찰은 보통경찰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보호되는 법익의 가치를 표
준으로 하여 분류한 개념이다. 고등경찰(高等警察)은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고도의 가치가 있는 국가사회의
이익(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의미했다.16) 오늘날에는 국가조직의 근본에 대한 위해의 예방 및 제거를
위한 경찰작용을 뜻하게 되었다. 사상, 종교,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에 관한 경찰은 주로 고등경찰에 속하는
바, 정치적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국가조직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사회단체·비
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을 단속/방지하는 일종의 정치경찰을 의미했다.17) 그 밖의 경찰을 보통경찰이라
하였다.
본래는 프랑스의 國法에서 유래된 용어로,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생긴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의 악명 높았던 ‘특별고등경찰’을 통칭하는 말이다. 프랑스에서 보통경찰과 대립적으로 쓰였으며, 보통경찰과의 구
별은 경찰기관 내부에서의 사무분장 및 권한획정과의 관계에서 구별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18) 학문적
인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19)
한편, 1907년경 장헌식(張憲植)이 저술한 근대행정법 교과서( 「行政法大意」)는 국한문 혼용 교과서로서, 치안경
14)
15)
16)
17)
18)

https://en.wikipedia.org/wiki/High_policing(2019년 6월 21일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High_policing(2019년 6월 21일 검색).
이상규, 『新行政法論(下)』(서울: 법문사, 1987), pp.248-249.
서기영, 『韓國警察行政史』(서울: 법문사, 1976), p.445.
이상규 교수에 따르면, 치안본부(경찰청) 정보과, 외사과의 소관사무로서 대공정보의 수집 및 분석, 외사경찰과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지도와 같은 고등경찰사무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정보원은 전형적인 고등경찰기관(제3조에서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
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 네이버지식백과- [고등경찰](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1407&cid= 40942&category Id=31690(2019년 6월
2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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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 고등경찰(정보경찰)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20)
“.....人爲로 從出한 危害에 대하여 安寧秩序를 防衛함은 경찰의 主用된 者이니 이를 治安경찰이라 칭함
이니라. 또 치안경찰을 경분(更分)하여 高等警察 及 普通警察 혹은 個人警察이라 칭하나니, 고등경찰이라는 것
(者)은 國家社會 公共의 秩序를 警保함이며, 普通 或 個人警察은 各人의 身體財産의 安固함을 보전함인데, 단
이러한 분류는 실제 경찰관의 職掌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이처럼 “고등경찰”이라는 용어는 개별시민들 혹은 대다수 시민들을 지향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보
다 중요한(높은, higher) 이익(법익)에 기여하는 그러한 경찰활동을 일컫는다. 또한 다른 형태의 경찰조직이 갖는
권위보다 높은 수준의 권위와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고등경찰조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서는 이러한 범주의 경찰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명칭(designation)이 없으며, 비록 비밀경찰조직(secret police
organizations)이 고등경찰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비밀경찰(secret police)과 결합되어서는 안된다.21)
모든 경찰직무가 상당한 정도로 비밀스러운(일반적으로 경찰은 사건이 해결/완료될 때까지 자신들이 활
용한 방법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인(권한있는 정치체계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
문에, 고등경찰을 “비밀스러운(secret)” 혹은 “정치적(political)”경찰활동이라고 일컫는 것으로는 너무 막연하기도
하다. 고등경찰활동의 1차적인 수단은 정보(intelligence)이다. 정보는 “사람(humint)”과 기술적 출처(technological
sources)들로부터 취득된다. “사람”이란 정보출처에는 시민들의 활동에 관하여 첩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비밀
스러운 정보원의 활용이 포함된다. 반면에, 기술적 출처에는 감시카메라에 의한 모니터링, 전화도청 및 인터넷감청
과 같은 전자적 감시 및 대화내용 도청 등이 포함된다.22)
대체로 서구 민주사회에서는 고등경찰활동이 국가경찰조직(national police forces) 및 미국의 FBI 및 경
호실(Secret Service), 영국의 MI5, 호주의 보안및정보조직, 캐나다의 정보부서(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와 같은 보다 전문화된 정보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군대 혹은 軍정보기관들이 항상 외국 혹은 외부의 위
협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조직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지적 혹은 내부적 위협들과 항상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이 특히 테러리즘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점점 희미해 질 수 있다.23)

한편, 정치경찰(political police, Politische Polizei; police politique)은 국가기능의 안전에 대한 장해 또
는 그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고등경찰이라고도 한다. 정치적인 집회, 결사, 언론,
출판, 행진, 집단적 시위운동 등의 단속이 이에 속한다. 정치경찰은 보통경찰에 대하여, 고등경찰, 수사경찰에 대하
여, 사찰경찰, 일반경찰에 대하여 비밀경찰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경찰을 사법경찰(사후단속)과 행정경찰(미연에
방지, 예방)로 양분한다면, 주로 후자에 속한다.
정치경찰이란 원래, 지배층이 국민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경찰력으로 감시, 제한, 억압함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므로, 자유주의와 민주사상을 정치이념으로 삼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존립이 허
용될 수 없다. 비록 민주국가일지라도 최종적으로 권력적 강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 폭력에 대한 예방조
치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치경찰의 기구를 설치하여 질서파괴행위의 도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24) 그리고 정치경찰의 구체적 임무는 각종의 정치운동과 대중운동 및 기타 집회, 결사의 규제와 억압, 언론,
출판의 검열과 통제, 사상의 심사내지 세뇌공작 등이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現집권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다.

20)
21)
22)
23)
24)

최종고, 『근대사법 100년이 낳은 한국의 법률가像』(서울: 길안사, 1995), p.76이하.
https://en.wikipedia.org/wiki/High_policing(2019년 6월 21일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High_policing(2019년 6월 21일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High_policing(2019년 6월 21일 검색).
치안본부, 『警察大事典』 (서울: 치안본부, 1987), pp.86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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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경찰직무와 조직변천
오늘날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찰(행정)법의 근간은 19세기말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을 통해
소개된 독일 프로이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립된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직무의 본질
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 개념은 정보경찰의 본질과 직무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근대경찰의 효시인 경무청(1894년, 포도청을 폐지하고 신설된 근대 수도경찰청)개청 이래, 최
근까지 조직법/작용법적으로 경찰조직 내 정보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경찰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가. 근대경찰 형성기
「警務廳官制職掌(조직법적 근거)」과 「行政警察章程(작용법적 근거)」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도 근대적 의미의 경찰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특히 1894년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 제3조-경무청 경무국의 관
장사무-에 따르면, 질서행정관청, 위험방지관청, 범죄수사기관(罪人搜捕․證據物을 蒐集), 고등경찰관청(結社․集會․
新聞․雜誌․圖書․其他 板印 等의 警察事務)-정보경찰-으로서의 직무수행과 미결구금업무(監獄署관할)까지 담당하였
다.25) 이러한 근대경찰의 모습은 유럽의 절대주의시절 대표적인 경찰국가(Polizeistaat)로 불렸던 독일경찰과 매우
흡사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창설된 내무아문 산하 경무청은 내부관제 제4조에 ‘행정경찰 및 고등경찰에 관
하는 사항’을 임무로 규정하여 경무청에서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제
정된 【순검직무세칙】 제23조에 ‘職務의 內外를 不拘하고 耳目에 感觸하는 事項은 婦女 兒童의 談話라도 等閑
에 付치 勿하고 警察上에 參考함이 가한 자는 상관에게 申告함이 가함’이라고 규정하여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의 직무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한편, 정보경찰의 기원을 일제 경찰이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11.5.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관제｣에 의해, 내무부에 경무국(초대국장 김구)을 두어 경찰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를 경무국의 임무로 명시했고, 김구선생의 「백범일지」에 따르면, 정보
및 방첩활동이 경무국의 중심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
∙경무국 업무 : ①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 ②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 ③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④ 일체 위행에 관한 사무.

그동안 정보경찰의 기원을 일제강점기 고등경찰로 보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처럼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
국 근대경찰 형성기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을 정보경찰의 기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26)

나. 정부수립기 전후의 정보경찰 개요 – 1948년 정부수립기의 치안국 조직과 査察課
① 일제 강점기의 고등경찰
일제통감부 경찰기구였던 경무총감부(1910년) 소속의 기밀과(機密課)-고등경찰계, 첩보계가 설치된 것을
계기로, 식민지 경찰에서 정보경찰/사찰경찰 조직이 공식으로 등장한 바 있다. 같은 해 총독부로 변경되면서, 경무
총감부 소속의 고등경찰과-機密係 및 圖書係- 명칭 변경이 있었다. 1919년(경무국), 1930년(경무국/경찰부-고등
경찰과), 1937년(외사경찰과, 고등경찰과), 1937년(고등경찰과, 외사경찰과), 1945년 (경제경찰과, 경제과, 고등경찰
과)으로 오면서, 일제 강점기 정보경찰의 명칭 및 역할변화가 있었다.27)

25) 議案) 警務廳官制․職掌(고종 31년-1894년, 開國 503년 음력 7월 14일)
(1) 左․右捕廳을 합쳐 경무청을 설립, 內務衙門에 예속시켜 한성부 五部字內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케 한다. 「左右捕廳 合設警務廳 隸屬
內務衙門 掌漢城府五部字內 一切警察事務」
(3) 총무국은 부관이 주장하고 경무관 기원이 좌개 사무와 영업을 양조한다. .....․기아․결사․집회․신문․잡지․도서․기타 판인 등의 경찰사무...
26) 경찰청 내부자료(2019)에 따르면, 경찰대학 정준선교수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27) 서기영, 『한국경찰행정사』(서울: 법문사, 1976), pp.6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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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방후 정부수립기 정보경찰
해방 후 1945년 10월 20일, 「경제경찰폐지에 관한 건(법령 제17호)」에 의거, ‘경제경찰’조직을 폐지한
바 있다. 동년 10월 21일 지방경찰(경무부) 산하에 情報課를 설치했다. 동년 12월 27일 시도지사로부터 경찰행정
을 독립시키고, 지방경찰조직에 사찰과를 설치/변경하였다.
1946년경 중앙경찰조직인 경무부 수사국 소속의 정보과, 特務課를; 지방경찰에서는 사찰과를; 경찰서 단위에는
사찰계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28)
1948년 신생정부 수립과 함께 개편된 중앙경찰조직인 치안국에는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査察課, 수사
지도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및 소방과 등 9개 과로 구성되었다. 정부수립 후 최초의 치안국 기구는 일본
식 전통을 바탕으로 미군정하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독립국가의 경찰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
다.29)

<표-1> 1948년 11월 內務部職制와 치안국의 관장사무(사찰과)
내무부직제(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 18호)
제 1조 내무부는 지방행정, 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治安, 消防 및 토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3조 내무부에 비서실, 지방국, 治安局 및 건설국을 둔다.
제 6조 治安局에 警務課, 保安課, 經濟課, 査察課, 搜査指導課, 鑑識課, 通信課, 女子警察課 및 消防課를 둔다.
각 과장은 警務官 또는 技正中에서 補한다.
경무과 ...
경제과는 경제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사찰과는 민정사찰 및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수사지도과는 ...

내무부 치안국의 구성을 규정한 내무부직제는 정부조직법보다 약 100여일 지난 뒤에 대통령령으로 공포
되었다. 同직제에 의거, 치안국에 ‘사찰과’가 설치되어, 신생 정부에서 정보경찰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1948.11.4 내무부장관 산하에 치안국을 설치하면서 사찰과를 두었고,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도 사찰과ㆍ
사찰계를 설치하였다.
∙ 경무ㆍ보안ㆍ경제ㆍ사찰ㆍ수사지도ㆍ감식ㆍ통신ㆍ소방과 및 여자경찰관 등 9개과
∙ 사찰과는 ‘민정사찰 및 외사경찰’ 관장, 현재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 담당
1계 : 정당 및 사회, 문화종교 등 각 단체와 공무원 기타 일반민정의 동태사찰, 반국가적 불법행위의 사찰 및
출판물단속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2계 : 외국인, 외국 대ㆍ공사관원과 영사관원의 동향 및 국제정보, 방첩 기타 외사경찰 사항
3계 : 사찰사건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 및 특수공작사찰에 관한 사항

28) 서기영, 1976, pp.616-617.
29)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한국경찰사 Ⅱ』(서울: 내무부 치안국, 1973),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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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정부수립기 이후 정보경찰 조직 및 명칭 변천개요

③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시 정보경찰조직 및 직무
1953년 12월 14일 법률 299호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 공
포되었다. 이를 통하여 경찰직무관련 법령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당시 법률에서는 치안정보 혹은 정보경찰 직무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지 않았다. 즉 해방이후 1953년까지 경찰조직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대통령령인
「내무부직제」등을 통하여 각부서 소관 사무를 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었다. 법률은 아니지만, 내무부직
제 등을 통하여 정보/사찰경찰 조직과 임무를 규정한 것이다.
1950년 사찰과와 수사과를 ‘정보수사과’로 통합하면서 최초로 ‘정보’를 사용했으나, 일선 지방청ㆍ경찰서
는 여전히 사찰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53년 치안국 특수정보과, 시도경찰국 사찰과 직제로 편성되었다.
한편, 1960년 4.19 혁명 이후 경찰은 국내 정치사찰을 없애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선 경찰서도 ‘사찰과’
→ ‘정보과’로 명칭을 일제히 변경하였다(60.6.1). 1964년 치안국 정보과(1,2,3계), 시도경찰국 정보과(1,2,3,4,5계)
로 각각 변경되었다.30)

(4) 정보경찰 관련 선행연구 동향
1990년대 후반까지 정보경찰직무, 활동범위 및 조직에 관한 내용들은 대체로 경찰교육기관에서 발간한
직무교재를 중심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소개되는 동향이었다. 더욱이 직무교재들은 일반에 공개되기 보다는 ‘대외
비(對外秘)’ 형태로 제작되다 보니, 경찰관 혹은 교육생들에게 배포된 후, 교육과정이 만료되면 회수하는 사례가
관행이었다.
1970년 12월 경찰전문학교에서 발간한 경찰교과서(간부용)인 【수사/정보】에서는 <정보이론편>에서 정
보개념, 정보순환(요구단계-첩보수집단계-생산단계-배포단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31)
1982년 8월 경찰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발간한 『警察學槪論』에서는 국가보위업무의 일환으로서 대간첩작
30) 서기영, 1976, pp.620-625.
31) 경찰전문학교, 『경찰교과서(간부용) 수사/정보』, (부평: 경찰전문학교, 1970), pp. 2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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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무, 방첩업무(방첩의 의의, 방첩의 기본원칙, 방첩의 수단)를 소개한 바 있다.32) 이후 1986년 4월 경찰대학에서는
『一般情報論』이라는 정보경찰 교재를 제작, 출판하였다(355페이지 분량, 700권). 당시 대외비로 배포하였는바, 졸업
및 퇴교시 교재를 반드시 반납토록 하였다. 정보이론(정보학의 개념, 정보의 본질, 정보의 과정 등) 및 기본정보활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사정보)을 다루고 있었다.33)
1997년 발간된 『警察學槪論』에서 ‘國家의 保衛’라는 항목에서 防諜 및 治安情報 蒐集 직무를 언급하
고 있다.34) 1998년 기존의 내용을 대폭 개정한 『경찰정보론(허경미교수)』 교재가 출판됨으로써, 한층 더 수준
높은 학술자료가 공개되기에 이르렀다.35)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전국적으로 경찰관련 학과들이 대거 설치되면서, 경찰대학에서는 『警察
情報論』이라는 경찰실무교재를 제작하여, 각급 대학에 배포한 바 있다. 특히 1998년을 전후하여 경찰관 채용시험
에 【警察學槪論】이 채택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경찰관 승진시험에 【경찰정보론】이 경찰실무
교과목(정보이론 및 정보경찰의 활동)으로 확정됨으로써, 同교과목에 포함된 정보경찰 관련 내용들이 일반 수험서
에 등장, 본격적으로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독일)경찰법/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주제로 한 연구(2000년),36) 정보
경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02년)를 필두로,37) 경찰실무자를 중심으로 정보경찰역량(2005/2011), 범
죄정보수집기능(2005),38) 정보경찰의 역할(2012),39) 정보기관 비교연구,40) 치안정보/정책정보의 개념,41) 정보경찰
의 유래42) 등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정보경찰 교과서(2010)43) 및 이론서(2011)가44) 잇달아 선보임으로써 정보경찰에 대한 연구에 많
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관한 논의가 ‘경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45)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필자 역시 국회에서 두 세 차례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관한 논의과정에 참여, 발표한 바
있다.46)

32)
33)
34)
35)
36)

경찰대학, 『警察學槪論』 (부평: 경찰대학, 1982), pp.331-336.
경찰대학, 『一般情報論』 (용인: 경찰대학, 1986), pp,1-355.
경찰대학, 『警察學槪論』 (용인: 경찰대학, 1997), pp.243-255.
해당 저자에 따르면, 당시까지 공개된 정보학교재가 흔치 않아서, 전문정보기관에서 활용되던 자료를 많이 참고하였다고 한다.
김연태,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의 정보관리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0-09, 치안연
구소: 경찰의 정보관리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우리나라에서의 치안정보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경찰 정보처리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다루
고 있다; 성홍재, “경찰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한국경찰법학회, 2007, Vol.5 No.1.
37) 이주민, “情報化時代 警察情報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성종, “정보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이재경, “한국정보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8) 이동환,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39) 문경환/백창현, “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연구”, 『한국경찰연구』, Vol.11 No.4, 2012; 문경환/이창무/
김택수, “정보경찰의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인식 연구”, 『경찰학논총』, 제11권 제1호, 2016; 함혜현, “경찰의 대테러 정보수집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기관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5호, 2017.
40) 정육상,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양 기관 유사업무조정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8권 제1호, 2013.
41) 황규진,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9권 제1호, 2009; 오병두,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No. 30, 2006.
42) 정준선, “정보경찰의 유래에 관한 고찰-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9.
43) 문경환/황규진, 『경찰정보론』 (용인: 경찰대학, 2010). 그간에 출판된 경찰대학 관련 교재를 참고하여 대폭 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44) 문경환/이창무, 『경찰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1)이 출판되었다. 당시 추천사로 언급된 내용을 보면, “.... 경찰정보학 이론서는 이제
까지 없었다. ...쓸 만한 책 안 나오나 하며 지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개론서가 출판되었다. 이름하여 경찰정보학....개론서로는 이 책이
최초. 개념부터 실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루었다... 이 정도면 정보분야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된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정
보경찰에 관한 이론서 출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지 짐작이 된다.
45) 오병두, “정보경찰 개혁방안-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을 중심으로”, 『민주 법학』,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No.68. 2018.
46) 임준태, “우리나라 정보경찰 운영체계 개선방향 및 과제”,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9; 임준태,
“경찰 정책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방향”, 정보기관의 정책정보활동과 정치적 중립성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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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근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한 논점은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구별하고, 정보경찰의 역할/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위험방지’ 영역에 국한된 국내 정보수집/분석 기관으로 제한하고, 정책정보 기능을 별도의 기관(국
무총리실 소속 정보청 설치 등)으로 분리하는 방안 및 정보경찰의 사찰기능을 최대한 방지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II. 치안정보와 경찰직무
(1) 1981년 全面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치안정보
1953년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전후 일본의 警察官職務執行法을 직역한 것으로서 1980년 전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다. 당시의 치안 수요 및 상황에 부합하도록 경찰직무집행의 合理性과 合法性을 보장
하려는 노력이 법제화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1981년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3427호, 1981. 4. 13. 전부개정 의
전면적/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경찰직무가 처
음으로 법률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표-2> 1981년 全面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치안정보 직무규정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2) 1997년 경찰학 교과서에서 언급된 치안정보 개념
그런데, 1986년 경찰대학에서 출판된 『일반정보론』에서는 치안정보의 개념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
었지만, 1997년 발행된 『경찰학개론』에서는 ‘國家의 保衛’라는 항목에서 방첩 및 ‘치안정보의 수집’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안정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의 직무는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사회의 안전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또는
폭력적 불법적 수단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사상적 불법행위의 예방, 진압, 수사를 주요 임
무로 하게 된다. 경비경찰활동에 앞서 국가사회의 안전과 기본질서유지에 관련된 사회의 모든 事象과 그 동향에 관
한 정보를 수집, 장래 발생할 사태를 예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범죄예방 진압 수
사 및 국가안전과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國家治安政策의 수립이 요청된다. 이 국가사회의 안전과 기본질서유지에
관련된 대책과 治安政策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치안정보이며, 이 치안정보를 수집, 생산,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치안정보 수집활동이라고 한다.
즉 치안정보는 국가의 안전 및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진압, 수사와 치안정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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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정권 차원이나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집 되어서는 안된
다. 그러므로 치안정보 수집의 핵심적 책무는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폭동, 소요 등 불법사태와 다중의 행동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파괴의 예방, 진압 및 이들 치안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있다. 따라서 정보수집의
주대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본적 정책기구, 혹은 현행법 질서위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다중의 폭력으로
이를 파괴할 것을 기획하는 불순세력 및 이에 동조하는 세력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全事象에 걸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경찰활
동은 어디까지나 경찰 목적상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 한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또한 경찰권 발동의 비례원칙에
의한 일반적 한계도 준수해야 한다. 즉 治安情報 수집활동의 중요성과 함께, 다른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국정상 최대의 존중과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치안정보의 수집수
단은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상당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47)

(3) 최근 학술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안정보개념 등
2009년 『경찰학연구』에서 발표된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황규진)”에서는 국가정보와 치안정보
개념을 상호 비교설명하면서, 치안정보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경찰관련 법령해석 및 헌법재판소 판결내용(2005)
까지 반영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내용을 치안정보를 개념/범주화 하였다.

<그림-2> 치안정보의 내용과 범위(황규진, 2009)

황규진은 ‘치안(治安)’이라는 용어 소개과정(일본의 조선침략이 가시화되는 1905년)을 언급하면서, 이후
치안이라는 용어가 경찰활동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지만, 결코 같은 뜻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48) 치안
이라는 용어가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경찰의 정보업무가 국가정보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정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했을 때, 경찰이 수행하는 국가정보의 뜻
으로 비춰질 수 도 있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49)
47)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1997), pp.248-250.
48) 황규진, 2009,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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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정보를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정보와 부문정보로 분류하면서, 치안정
보를 국가정보원의 부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50) 따라서 치안정보는 국내보안정보(간첩 기타 반
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하
며,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업무)를 포함하여, 사회갈등이나 범죄정보까지 광범
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정보에 대응한 치안정보활동의 요소로서, ① 첩보수집 ② 정보분석 ③ 경찰조치 ④ 방첩활동
으로 상정하고 있다. 치안정보활동은 정치, 경제, 노동, 사회 등 제분야의 첩보를 수집, 분석하여 경비, 수사, 교통,
생활안전기능을 동원하여 조치하고, 경찰업무 이외인 경우에는 청와대 등에 정책보고를 통해 관계기관 조치를 이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치안정보 고유 업무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집단민원 및 집회시위관리 그리고 사회갈등 해결대안 제시 등 사회위험을 예방하거나 사회갈등을 조정
하는 업무라고 한다. 보안 및 외사기능은 별개의 정보수사기관으로서 방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51)
한편,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범위와는 달리, 치안정보는 규제정책 및 치안정책결정을 위한 지식으로서,
수집대상을 민생치안 및 사회공공의 안전 등 위협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고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경
호 위해요소 등 국가안보 및 안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생생한 지역 민심동향 등이 치안정보의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52)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안정보와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시책자료 혹은 정책보고서 등을 소개하고 있는
동향을 감안하면, 치안정보를 정책정보와 구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행법상 치안정보 개념은 의미가 모호하며 타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바도 없어 이에 대해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4조(정보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를 통해 치안정보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라고 신중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53)
또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정치·경제·사회·학원·문화·종교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54)

한편,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치안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5)
신종금융범죄(메모리해킹, 스미싱, 파밍, 피싱), 범죄피해지원, 생활치안자료(마약수사자료, 가정방범상식),
분야별 치안자료(실종아동예방, 유괴예방수칙, 아동성폭력예방, 청소년, 노년, 여성관련 범죄, 다문화 이슈 등)를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개념 정의되지 않았지만, 실무상 치안정보의 범위/대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49) 황규진, 2009, p.85; 한편, 필자(임준태)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작업(1981년)에 참여한 故이수일(前경찰대학장 및 국가정보원 2차장)님
을 수년 전 직접 면담한 바에 따르면, “경직법에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입법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등 다
른 기관의 견제와 비판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즉 국가안전기획부의 정보업무와 경찰 정보업무가 외관상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이라는 단어를 부득이하게 사용했을 뿐이지, 원래는 ‘정보수집’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
취한 바 있다.
50) 황규진, 2009, p.91.
51) 황규진, 2009, p.93.
52) 경찰청, 『정보외근과정(2003 지방경찰학교 교재31)』 (서울: 경찰청, 2003), p.46.
53) 정성희(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 6. 참조.
54)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2018년 4월) 참조.
55)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65(2019년 6월 2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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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책정보활동과 경찰직무
(1) 【경찰법】 등에서의 직무규정과 정책정보활동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서 경찰임무로서 ‘치안정보의 수집’을 규정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내용과 약간 상이하게 규정되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의
무를 규정하였다.

<표-3>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서 치안정보 직무규정
경찰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369호, 1991. 5. 31., 제정]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부 및 과로 한다.
②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경찰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하여 경찰청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였다. 정
보국의 분장사무로서,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및 분석업무”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치안정보와 정
책정보라는 직무내용은 경찰관계법령(대통령령)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규정되었다. 즉,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조정 및 전파; 정책정보의 수집·종합
및 분석을 구체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치안 및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
작성, 배포 및 조정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표-4> 1991년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에서의 치안정보/정책정보 직무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시행 1991. 7. 31.] [대통령령 제13431호, 1991. 7. 23. 제정]
제15조 (정보국)
①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두고....
③정보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치안정보의 종합·분석·조정 및 전파.....
④정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 및 분석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 및 분석
⑤정보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 및 분석.....
⑥정보4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 및 분석.....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에서는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만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인 【경
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조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정보 수집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
안정보 외에 정책정보 수집 등을 경찰직무로 규정한 것은 법령상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6)
56) 이운주,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2003),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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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Aufgaben)이 정보활동의 수권규정(권
한규범, Befugnis)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57) 뿐만 아니라 최근 소병훈 의원 등은 최근 현행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에 관하여,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
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경
찰법개정안(案 제3조제4호)을 제출한 바 있다.58)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 경찰직제/직무/임무/사무에 규정된 정보경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
와 같다.

<표-5> 해방이후 최근까지 치안정보/정책정보 관련 직무규정 개요

법령

정보경찰
직무관련
내용

1948년

1953년

1981년

치안국 직제 및
내무부직제

경찰관직무
집행법

경찰관직무
집행법

사찰과는
민정사찰 및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관련
규정 없음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991년 경찰법 제정
경찰법

치안정보의
수집

소속기관등직제
(대통령령)59)
치안정보의
수집·종합·
분석·조정
및 전파.

2011년 8월 개정
경찰법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정책정보의
수집·종합 및 분석

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치안정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제반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의 전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특정 이슈가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해관계 당
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정부의 정책의제로 설정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부득이 이해관계 당사자
들간의 대립 혹은 갈등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이슈는 치안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는 경계를 갖고 있지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그러한 사안에는 치안과 관련된 정
책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할 것이다.60)

(2) 정책결정과 정보의 중요성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주요행동지침 또는 중요한 결정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다
수의 결정에 대한 지침이 되는 행동방안이다. 정책은 관점, 목적이나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관념이 상호 모순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61) 정책
57)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2018년 4월) 참조.
58)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247 참조.
59)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9739호][시행 2019. 5. 7.] 제14조(정보국) ①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심의관
을 둔다....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ㆍ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6호][시행 2019. 5. 7.]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정보국에 정보1과ㆍ정보2과ㆍ정보3과 및 정
보4과를 둔다....④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
성ㆍ배포 및 조정
60) 이운주, 2003, pp.356-357.
61) Felix A Nigro and Lloyd G. Nigro,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5th Ed. (New York: Harper & Row, 1980) p. 39; Robert H.
Salisbury, “The Analysis of Public Policy: A Search for Theories and Roles,” in: Austin Ranney(ed.), Public Science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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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체의 이상,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M. Higgingson은 정책이란 “행동화힉 위한 하나의 지침”이고 정의하고 있다.62)
또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
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할 기본방침’이며, 시책, 대책, 사업 등은 정책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상식적 용
어이다.63) 법률은 일반적으로 정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
이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으로, 법이 곧 정책이라는 생각에 틀린 것이 없다.64)
정책의 유형은 정책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Almond와
Powell의 분류에 따르면, 정책유형을 1)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와 관련되는 추출정책, 2) 규제정책, 3) 배분정책,
4) 상징정책 등으로 분류하였다.65) 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 따르면, 배분, 규제, 再배분정책 등으로 나누면서, 정
부기관의 신설이나 선거구의 조정 등과 관련되는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을 추가시키고 있다.66)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책유형은 배분정책, 규제정책, 자기규제정책 혹은 再배분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여
기서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대항 제약을 가하는 문제에 관한 정책이며, 일반적으로
통제를 가하려는 집단과 이에 저항하려는 집단 간의 갈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67) 특히 강제력을 동원하여 국
민의 권리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정책은 정부에 의하여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바, 국회의 의결을 거치
는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68) 이른바 치안정책은 이 규제정책의 한 분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책결정(policy making)이란 주로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며,
정치, 행정과정을 통하여 공공목표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매우 복잡한 동태적 과정을 거
쳐 정부가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행동방안(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69)

<그림-3> Lowi의 정책유형을 통한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개념 구성

62)
63)
64)
65)
66)
67)
68)
69)

Policy(Chicago, Markham, 1968), p.152: 김규정, 『新稿 行政學原論』 (서울: 법문사, 1986), p.148에서 재인용.
김형렬, 『정책학』(서울: 법문사, 2000), p.14.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정책학원론』(서울: 대명출판사, 2004), p.54.
정정길 외 3인, 2004, p.55.
정정길 외 3인, 2004, pp.78-79.
김규정, 1986, p.149; 정정길 외3 인, 2004, pp.73-77.
김규정, 1986, p.149.
정정길 외 3인, 2004, p.55.
Yehezkel Dror,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Scranton, Pennsylvania: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68), p.12: 김규정, p.153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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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책결정은 사회적 관심을 끌거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문제 또는 자원배분 문제 등의 해결과 관
련되는 公的 성격을 띠고 있다.70)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유발되고, 집회시위 등 기본권행사의
일환으로 대거 광장으로 표출된다. 이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전면으로 등장하는 불가피
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현안에 대한 갈등원인과 해결을 둘러싸고 주객이 전도되고, 물리적 충돌이라는 의외의 결
과들만 이슈화 되는 국면이 된다(특히 백남기 농민사망사건과 물대포 사용).

정책결정의 변수로서, 상황/환경, 정책결정자, 조직의 특징, 목표 그리고 정보를 들 수 있다. 필요하고 유
용한 정보의 입수 여부는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71) 합리적, 분석적 결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정책목표나 정책문제를 명확히 하는 작업,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작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작업,
이들 결과를 평가하고 기준을 적용하여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의 모든 과정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이야말로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가장 큰 비용
이다.72) 따라서 정보의 역할은 정책결정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판단자료들을 제공하고, 현재의 고려
요소들을 알려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책결정자의 오판과 실수의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
다.73) 보다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정부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나 문제점 등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시민들과 일상적,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취득되는 정보/첩보는 정책설정
과 결정 및 시행과 그 오류의 시정과정에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즉, 경찰정보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비용과 부작
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의 정책정보의 중요성이 인정된다.74)

(3) 정책결정자와 정보관의 역할
정책결정자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보의 모든 국면에 걸쳐서 적극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배경, 맥락, 첩보, 경고, 그리고 위험의 평가, 이점 그리고 도출가능한 산
출물을 제공하는 처리된(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위하여 문서화된), 시의적절한(timely)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를 갖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또한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을 종종 요구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요구들은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에 의하여 충족된다.75)

특히 미국의 정보 분위기에서는 정보와 정책간에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선(線)이 존재한다. 이 두 가
지는 분리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보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
며, 정책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정책결정자들을 상대하는 정보관들은 전문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특별한(구체적) 정책, 선택 혹은 산출결과를 밀어붙이지 않도록 기대되어지고 있다. 만약 그
렇게 한다면, 정보관들이 제시하는 분석의 객관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 만약 정보관들이 특정
한 정책의 산출물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갖고 있다면, 그들의 정보 분석은 편견과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것은 미국의 정보공동체 내에서 나쁜 오명을 씌우게 하는 강한 표현의 하나로서, 소위, 정치화된 정보(politicized
intelligence)를 의미하게 된다. 정보관들이 특정한 정책선택에 관한 선호경향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70)
71)
72)
73)
74)
75)

김규정, 1986, p.155.
김규정, 1986, p.155.
정정길 외 3인, p.412.
문경환/이창무, 『경찰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1), p.79-80.
이운주, 2003, p.357.
Lowenth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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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들도 선호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정보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정책에 대한 선호경향으로 인하
여,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훈련받고 있다. 만약 정보관들이 특정한 정책을 추
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추천했던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하게 독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객관성은 상실될 것이다.76)
정책과 정보간의 구분을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첫째, 정보가 정책으로부터 구분된다는 생각 자체가 정보관들이 정책의 산물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다시 말하면, 알려주는),
그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이것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와 정보를 왜곡해서 그 결과 정책결정자들이 어
떤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는(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것 간에 구별해야 한다.
둘째,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고위급 정보당국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으며, 문의한다.
셋째, 이러한 구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즉 정보가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쪽으로만 역할을 한다.
그 어떤 것도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정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정책결정자들 자신의 분석적
투입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대안적 판단을 정보 자
체로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부분적으로, 정책결정자들에게 필요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77)
정책과 정보간의 구분을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반쪽을 통과하는 막(semipermeable membrane,
반투막-半透膜)에 의하여, 분리될 수 있는 정부활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써, 정책과 정보를 보는 방법이다. 그 막
은 반투과성(半透過性)인 바, 정책결정자들은 정보의 국면을 모두 통과할 수 있고 또 통과하지만, 정보관들은 정
책의 국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78)

<그림-4> 정보와 정책의 구분 도식

(4) 정책정보의 대상과 특징
정책은 한번 채택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정보 발굴을 통해 정책판단의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언론의 발달, 인터넷의 보
급 확대 등으로 상황정보의 중요성이 감소된 반면에, 정책내지는 기획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경찰에 대한 새로운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적시에 정확하고, 적
절하게 수집된 첩보를 토대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경쟁력이 평가되기 때문이라
고 한다. 오늘날에는 “정보력”이 Software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전략수립과 정책부문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경찰이 수집/분석하고 해석/종합하는 정보가 국정자료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경찰의 책임과 역할은 더
욱 중요시 되고 있다.79)
76)
77)
78)
79)

Lowenthal, 2017.
Lowenthal, 2017.
Lowenthal, 2017.
경찰청, 『지방경찰학교 교재: 기획정보과정』 (서울: 경찰청, 2003), p.1(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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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찰정보는 과거의 상황정보에 치우치던 정보에서, 정부정책 시행상 문제점, 각종 정책자료
발굴 활성화 및 사회 각 분야별 시책자료에 중점을 두고, 정책정보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정책정보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80)
정책정보는 일반적으로 “정책형성에 사용되는 자료 또는 지식”이라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정책정보를 수
집, 처리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지원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
책정보는 국가시책자료로 일컬어지기도 한다.81) 뿐만 아니라, 정책정보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
선책을 보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국민여론 동향을 보고하는 ‘민심정보’의 경우, 정책정보에 포함시키고 있
다. 즉 경찰의 정책정보는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관련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바, ‘예방적 상황정보’라고도 불린다.
경찰정보에서 정책정보가 활성화 된 것은 국가정책 관련 사회갈등이 폭발한 참여정부 시기부터라고 한다.82)
정책정보는 수집대상이 일반보고서에 비해 제한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폭넓은 지식
을 요구한다. 또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시행할 경우 파급효과가 막대하며, 정책입안시 참여자들이나 정책 시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83) 정책정보는 해
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종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편적인 시각과 고정관념, 관습에서 벗
어나 거시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전향적 시각을 가져야 가치 있는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보경찰 직무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정책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혹은 정부 주요시책/중요정책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또는 제언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 반응 및 정책제언
▷통치권차원에서 조치 반영해야 할 주요 정책사항(예를 들면, 국정운영 비젼제시 등)
▷각종 법령,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지역민심, 유언 등으로 중앙차원에서 참고가 되는 사항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 인사비위, 비리 등 사정자료 발굴, 토착비리 감시로 국가기강 확립
▷좌익세력, 문제권의 특별한 대정부투쟁계획 등
▷경찰내부 개선 건의사항 등이다.84)

그런데, 2003년 전후한 경찰의 정책정보활동 강화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정책
정보의 생산을 위한 수단 내지 그 前단계의 활동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인 바, 그 결과물로
서 전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정책정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정책정보
를 생산/전파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하여, 자칫하면 “지나친 비밀주의”, “일상에 대한 감시” 그리고 “새로운 경찰국
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수사와 법집행기능을 행사하는 경찰이 정보기능마저 수행할 경우, 그 위
험성이 현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85)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독일처럼 정보기관과 경찰기관간 분립원칙을 확
립함으로써, 과도한 권력집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논란이 되었던 정보경찰활동에 관하여,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경찰개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同권고안에 따르면,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조 제3항 3
호)는 정부 차원의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의 이관·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80)
81)
82)
83)
84)
85)

경찰청, 『지방경찰학교 교재: 정보외근과정』 (서울: 경찰청, 2003), p.43(내부자료).
경찰청, 『지방경찰학교 교재: 정보외근과정』 (서울: 경찰청, 2003), p.44(내부자료).
문경환/황규진, 『경찰정보론』 (용인: 경찰대학, 2010), pp.164-165.
경찰청, 『지방경찰학교 교재: 정보외근과정』 (서울: 경찰청, 2003), p.45.
경찰청, 『지방경찰학교 교재: 정보외근과정』 (서울: 경찰청, 2003), p.46.
오병두,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30호,
2006, p.198.; pp.19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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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진행하고, 現정부 임기 내에 정책정보에 대한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 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5) 치안정책 중심의 정보경찰직무 설정 동향
최근 경찰 내외부에서의 정보경찰 개혁 논의를 둘러싸고, “치안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범위에
대해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
었다. 또한 직무규정(Aufgaben)과 개별적 수권조항으로서 권한규범(Befugnis)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치안정보수집
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직무규정을 수권규정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
기가 있었다.86) 그렇지만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계법령을 통하여 치안정보(구체적)와 정책정보(포괄적)를 구별하여
직무규범의 일환으로 규율해왔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는「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을 권고하면서(2018.4.27.)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폐기
하고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개념으로 대체하며, ‘공공안녕’, ‘위험성’, ‘예방’, ‘대응’ 등에 관하여
는 그 내용과 외연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
래서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한 (치안)정보 수집 쪽으로 좁게 설정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정보수집의 구체적 범위(대상)를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입안,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정보”쪽으로 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신설할 예정이라
고 한다. 즉 규제정책 혹은 치안정책에 중점을 둔 정보활동 쪽으로, 이른바,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정보」의
개념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위험예방 관련 정보>
강학상 경찰행정은 ‘위험방지’(행정경찰)와 ‘범죄수사’(사법경찰)로 이분되며, 그간 ‘위험예방’과 그에 따
른 정보도 통상 큰 틀에서 위험방지(행정경찰)로 보았다. 그렇지만, 최근 공공안녕 위험개념이 ‘구체적 위험’에서
‘추상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추세와 정보활동의 非권력적 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험예방 관련 정보’는 공공안녕
위험방지의 사전적 조치에 대한 정보라는 의미로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 등 권력작용을 수반하는 ‘위험방지’와 명
확히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차원에서 그간 경찰행정을 구분했던 △위험방지 △범죄수사의 이원적 분류 방식도 △예방적 정보활
동 △위험방지 △범죄수사로 나누는 이론적 체계 확립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표방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5>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위험예방/대응 관련 정보활동과 경찰직무 개념

86) 경찰개혁위원회는 직무규정이 정보활동의 수권규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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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대응 관련 정보>
모든 행정작용에는 관련 정보가 수반되는 만큼, ‘공공안녕의 위험대응’이라는 활동을 위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단편적이고 평면
적 판단과 시각으로는 위험발생의 효과적 대응과 분석에 한계가 있어서, 대응 정보의 범위도 위험방지･범죄수사
등 순수 경찰행정기관 대응과 관련된 정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일반행정의 위험 대응 영역까지
도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는 개인의 생명･신체･건강 등 개인적 법익과
객관적 법질서 등 사회적 법익, 국가의 제도와 존속 등 국가적 법익 모두를 포함한 법익을 위해서<공공안녕>, 시
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요구하는 ‘구체적 위험’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그 예방과 대응
관련 있는 정보<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보활동 과정에 비례의 원칙
(Verhaeltinis- maessigkeit)과 보충성 원칙 등 행정상 기본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가 전제되어
야 한다.
이러한 정보경찰의 직무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청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정보경찰 활동규
칙(경찰청훈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同규칙에 따르면, "정보활동"이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종합·작성 및 배포와 그에 수반되는 사실확인·조사를 위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정보관이 수
행하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정보, 교통정보, 재난/안전사고, 국가중요시설 보호, 집회/시위, 국민안전, 신원조사,
방첩/테러 및 국가안보관련, 공공안녕에 관련된 외국인동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정보수집의 내용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

V. 정보경찰의 미래와 운용체계 개선
(1) 정보경찰 직무의 규범화 및 구체화
현행법 체계에 따르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직무(Aufgabe)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함으로
써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등에 관한 직무는 하위법령(대통령
령)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정보직무 수행상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법률유보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률상의 직무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에게 부합할 것이다. 예
를 들면,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의 개념을 법률로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학술적/이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직무영역에
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축적하는 것도 정보직무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형법
§250조 살인죄에서 “사람의 始期와 終期”에 대한 개념은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에
규정한 야간 옥외시위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 및
비록 하급심 판결이었지만, 일명 제이유(JU)그룹 주수도 회장관련 사건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법원
의 첫 판단 등은87) 정보기관의 직무수행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8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4(2020년 6월 18일 검색). 국가정보원이 개인이나 기업의 비리를 수집하는 행
위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의 판결이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지금까
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의 상당 부분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였음이 증명됐다(1심 판결에 국한된 내용). ....법원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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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상적 법규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규범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치안정
보(규제정책)와 정책정보의 경계가 어느 정도 구분될 수는 있지만,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치안상황(국민여
론/갈등, 집회시위 등)은 치안정보와 정책정보활동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정책정보활동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즉
치안정보활동은 정치, 경제, 노동, 사회 등 제분야의 첩보를 수집, 분석하여 경비, 수사, 교통, 생활안전기능을 동원하
여 조치하고, 경찰업무 이외인 경우에는 청와대 등에 정책보고를 통해 관계기관 조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정보기능은 경찰이나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국가기관(정보기관)이 수집/저장/처리한 개
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독일에서는 이러한 이슈
(personenbezogenen Datei, 주로 범죄관련기록 등)에 대하여 경찰법상의 규범으로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치안
정보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 및 동향에 관하여 많은 정보들이 수집/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
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찰직무 수행간에 갈등상황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규
범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청에서 【정보경찰 활동규칙(경찰청훈령)】을 제정, 2019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동향은 고무적이다.

(2) 정보경찰조직의 개편 모색
정보환경(국외/국내 안보상황과 내적 안전에 대한 요구 등)이 급변하면서, 정책결정자에 의한 정보수요는
점증하고 있다. 일부 정보경찰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정치개입 혹은 관여행위들은 이제 적폐청산의 과제
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보기관/조직의 신설, 기능 폐지 혹은 확대 등은 마치 정보기관의 유기체적 성격을 보여주
고 있다할 것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 폐지, 과거 독일 연방정보원(BND)소속의 암호국(暗號局, Zentralstelle
fuer das Chiffrierwesen: ZfCH)이 1991년 이후, 확대 개편되어 연방내무부 연방정보보안(기술)청(BSI)으로의 승
격, 캐나다 연방경찰청 정보경찰부서(RCMP Security Service)가 1984년 연방공안부 소속의 연방정보보안청(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으로 분리된 사례,88) 최근(2014년) 프랑스 국립경찰 정보조직 개편
의 일환으로, 경찰청 소속 정책정보부서가 내무부장관 소속(일반 국내보안국,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DGSI: The General Directorate for Internal Security)으로 개편된 점89) 등은 한국의 정보기관/조직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보경찰 수행 업무를 경찰 내 다른 부서나 다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90)
“엄격한 법적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는 국정원의 정보활동에 대해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이뤄진 첫 판결이었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https://www.lawtimes.co.kr/ Case-Curation/view?serial=71973(2020년 6월 18일 검색). 주수도사
건(일명 JU사건)에서, 2006년 4월 국정원 간부가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자 주회장은 “국정원이 불법보고서를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소재지, 국정원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임을
확인하고, 활동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법률규정 내용을 명백히 한 판결(대법원 2010두18918)로 해석되고
있다.
88) https://en.wikipedia.org/wiki/Canadian_Security_Intelligence_Service(2019년 8월 7일 검색)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 is Canada's primar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t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alysing, reporting and disseminating
intelligence on threats to Canada's national security, and conducting operations, covert and overt, within Canada and abroad.
89) 2014년 5월 12일 이후, 국내중앙정보국(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 (DCRI)에서 일반국내보안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DGSI): The General Directorate for Internal Security)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DCRG + DST】→DCRI→DGSI).
개편된 새로운 조직(일반국내보안국, DGSI)은 더 이상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보다
더 많은 권한들이 부여되었다(2020년 3월 현재 3,300여명 근무?). 경찰청 소속의 정보기관(정보국-DCRG 및 국토감시국-DST)들이 통합
(DCRI), 새로운 조직으로 신설되었다가, 내무부장관 소속의 정보기관(일반국내보안국-DGSI)으로 탈바꿈하였다.
90) 양홍석 변호사,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2018.7.5.)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8, p.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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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최근 개편된 프랑스의 국내정보기관(내무부 및 경찰청 소속)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프랑
스 일반국내보안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DGSI: The General Directorate for Internal
Security)은 내무부장관 소속(2020년 3월 현재) 국내 정보기관으로서, 방첩, 대테러, 사이버범죄대책, 잠재적 위협
그룹/조직 및 사회현상에 대한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91)
2008년 7월1일자로, 기존의 경찰청소속 일반중앙정보국 (Direction Centrale des Renseignements
Généraux, DCRG: Central Directorate of General Intelligence-치안정보 및 도박/경마관련 정보수집포함)과 경
찰청 소속의 국토감시국(direction de la surveil- lance du territoire, DST- 국내정보국, 방첩, 대테러, 외국의 위
협/개입으로부터 안보, 1944년 창설)을 경찰청 소속 국내중앙정보국(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 DCRI: Central Directorate of Interior Intelligence)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통합한 바 있다.92)
일반중앙정보국(DCRG)과 국토감시국(DST)의 통합은 Nicolas Sarkozy가 내무부장관으로 재직 시 추진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후 동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통합이 이뤄졌다.93) 그런데, 두 정보조직이 통합된 후, 수차
례 논란들(2012년 봄, 2013년 5월 전후)이 있었다. 2012년 7월 당시 내무부장관은 프랑스 국내정보에 부응하는
개혁을 발표하였다. 결국 2014년 4월말 법령으로 공식화되었다.
이후 2014년 5월 12일, 국내중앙정보국(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 (DCRI)에서 일
반국내보안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DGSI): The General Directorate for Internal
Security)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DCRG + DST ⇒ DCRI ⇒ DGSI). 개편된 새로운 조직(일반국내보안국,
DGSI)은 더 이상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94) 그러면서 보다 더 많은
권한들이 부여되었다(2020년 3월 현재 3,300여명 근무). 직무수행에 계약직 공무원들(공학자, 프로그래머, 언어학
자 등)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95)
한편, 경찰청 소속의 정보기관(정보국-DCRG 및 국토감시국-DST)들이 통합(DCRI), 새로운 조직으로
신설되었다가, 내무부장관 소속의 정보기관(일반국내보안국-DGSI)으로96) 탈바꿈하면서, 여전히 경찰의 치안정보
기능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성격이나 임무 면에서 기존의 경찰청 정보조직과는 다소 변화된 일반 치안정보기관이 경찰청 생활(공공)
안전국(the Central Directorate of Public Security: DCSP)소속으로 탄생하였다. 즉, 2014년 5월부터 생활안전국
소속 중앙정보副국(The Central Service of Territorial Intelligence : Service central du renseignement
territorial-SCRT)이 설치되었다.97) 이 조직은 2008년 경,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설치되었던 일반정보副국(General
Information Sub-Directorate (SDIG)을 확대,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98)
同부서의 임무는 폭력적인 정치적 반대행동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이탈 및 신원은익 현상, 종파
주의적 이탈과 같이 공화주의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항 및 이러한 주장을 표방하고 있는 움직임과 같은,
이러한 이슈들에 관하여, 관련단체나 공공기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보를 프랑스 영토 전체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다.99)

91)
92)
93)
94)
95)

https://en.wikipedia.org/wiki/General_Directorate_for_Internal_Security(2020년 3월 7일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Direction_centrale_des_renseignements_g%C3%A9n%C3%A9raux(2020년 3월 7일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General_Directorate_for_Internal_Security(2020년 3월 7일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General_Directorate_for_Internal_Security(2020년 3월 7일 검색).
https://www.interieur.gouv.fr/Le-ministere/DGSI(2020년 3월 10일
검색);https://translate.google.ca/translate?hl=ko&sl=fr&tl=en&u=https%3A%2F%2Ffr.m.wikipedia.org%2Fwiki%2FPolice_nationale_(France)(2
020년 3월 8일 검색).

96)
97) https://fr.m.wikipedia.org/wiki/Service_central_du_renseignement_territorial(2020년 3월 9일 검색).
98) https://fr.m.wikipedia.org/wiki/Direction_centrale_des_Renseignements_généraux(2020년 3월 9일 검색). 당시 생활안전국 일반정보副국
(SDIG)은 도박 및 경마장 관련정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후일 이 기능은 중앙수사국으로 이관되었다.
99) https://fr.m.wikipedia.org/wiki/Service_central_du_renseignement_territorial(2020년 3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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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프랑스는 정보기관 개혁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2014년경에 이르러, 현재
의 정보조직들의 대강이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활안전국 소속 중앙정보副국(SCRT)이 설치되었다. 정부와 시
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일부 경찰청 소속 정보기관이 내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중앙정보부국은 계속 생활안전국에 부치하기로 결정되었다.100) 同부서 요원들은 국립경찰과 군사경찰 소속 직
원으로 대부분 충원되어 있다. 2013년 말 일반정보부국 시절에는 일반직 공무원 1,847명이었는데 비하여, 2014년
11월, 중앙정보부국으로 변경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1,975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5월 同중앙정보부국이 탄
생했지만, 2013-2018년까지 5개년 정보기관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인력증원이 계속 내무부장관을 통하여 언급되
었다(2017년 말까지 2,8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2017년 7월 현재, 2,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101)
중앙조직에는 7개과(1과: 종교 및 시위관련정보, 2과: 경제 및 사회정보, 3과: 도시내이동/급진적 동향에
대한 확인과 감시, 4과: 기술적 관찰과 서류화, 5과: 해외과, 6과: 지역사회 및 결사체담당, 7과: 연구 및 지원과)
가 설치되어 있다. 업무는 대테러대책이 필요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신중한 감시책임을 맡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 6개의 핵심도시지역에 연구 및 지원부서(Lille, Metz, Lyon, Marseille, Bordeaux and Rennes)를 두고 있으
며, Strasbourg, Toulouse 와 Nice에도 연구그룹들을 운영하고 있다. 6개의 핵심도시지역 일반정보국을 두고, 14
개소의 광역단위 지방정보국(Regional) 및 79개소의 道단위와 몇몇 지역에 정보과를 설치하고 있다. 한편 군사경
찰의 여단급 근무지역, 연간 4백만 명이상 왕래하는 공항들(파리근처 드골 및 올리 공항은 제외)에 71개소의 안테
나(Antennas 정보분실들이 있다.102)

<그림-6> 프랑스 내무부 소속 정보기관 및 경찰청(생활공공안전국) 소속 정보기관 개요

100) https://fr.m.wikipedia.org/wiki/Direction_centrale_des_Renseignements_généraux(2020년 3월 9일 검색).
101) https://fr.m.wikipedia.org/wiki/Service_central_du_renseignement_territorial(2020년 3월 9일 검색).
102) https://fr.m.wikipedia.org/wiki/Service_central_du_renseignement_territorial(2020sus 3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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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정책간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국내정보기능 폐지와 아울러, 국내 부문 정보기관인
경찰청 정보국의 개혁(역할 및 기능)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정보경찰 직무와 관련, ‘정책정보-치안정보-공
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수집으로 좁게 해석하여 정보경찰 영역에서 정책정보 수집활동을 제한 내지 폐지한
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국내정보기관 설치 가능성을 상기시킨다 할 것이다. 폐지된 기능과 직무수행을
대신할 새로운 정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정보환경의 급변상황과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수요를 감안했을 때, 보
다 더 전문화된, 확대된 조직으로서 승격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표-7> 독일과 한국의 정보보안/수사/기소기관 비교

독일과 캐나다처럼, 한국에서 별도의 국내 정보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2의 국정원’이 되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와 같은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별도의 국내 정
보기관이 신설되더라도 경찰청은 여전히 경찰의 고유직무인 범죄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폭
넓은 정보수집 활동(프랑스 사례)은 계속할 수밖에 없어 정부 조직 운용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정부 조직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독립적인 국내 정보기관
설치 문제(독일, 프랑스식)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정보체계의 큰 틀을 새롭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고 다
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7> 단기적 모델로서 경찰청 소속의 국내정보부서 개편 방안

정보보안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분리ㆍ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다.
특정 국가기관에의 권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필수적
이다. 독일의 과거나 한국의 現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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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독일의 정보보안기관들이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외/국내 정보수집기관의 분리, 정보/수사/기소기능의
분리 등)하고 있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국의 경우, 모든 정보보안/수사기관들이 한결같이 정보기능과 수
사기능을 공유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따라서 한 기관이 수사기능과 (보안)정보수집기능 둘 다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2006년 발표한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에서
해외/대북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전담 수행하고, 국내정보는 경찰이 전담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모든 정보기관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정보활동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법제 마
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 → 수사권 축소 혹은 폐지
▷경찰청 → 보안경찰의 보안사범수사ㆍ외사경찰의 수사 기능 → 수사부서로 통합
▷안보지원사령부의 수사기능 → 군사경찰(헌병)
▷대검 공안부의 정보/수사 기능 → 기소전담 쪽으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

경찰청에서는 국가경찰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관
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 및 감찰
ㆍ징계 요구권을 부여하여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완전한 분리는 아니지만 진일보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보안ㆍ외사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수사 기능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여, 관서장이 보안
ㆍ외사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분리시키고, 정보ㆍ보안ㆍ외사의
정보부서를 통합 담당하는 별도의 2차장 체제를 구축하여 정보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한다면 조직 관리의 효율성
과 전문화를 도모함고 동시에 수사와 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보기관의 역할을 어디에 맡길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기 전에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 혹은 급격하
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축소했다
가 원상복귀 시킨 사례를 볼 때, 행정부 조직 개편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직무수행 관행이나
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는 과감하게 수정, 개선, 보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
아야 한다.

국가별로 정보보안 조직구성 및 활동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국내 정보기능을 수행하
지 않는 국가는 없다. 2020년 6월 현재,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기능이 폐지된 상황에서, 오히려 정보경찰의 역할
이 불가피하게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국면이다. 장기적으로 적절한 대안조직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현
재의 정보경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 체제 하에서 경찰청이 국내
정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일반정
보(정보국)/보안정보(보안국)/외사정보(외사국) 기능을 통합하여 국내정보/보안부서(2차장 산하)로 개편하고, ‘개방
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방안과 연계하여 정보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편모델에서는 국내 정보책임자 임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국회동의 절차 혹은 독일식으
로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임명, 개방형도입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정보경찰 영역에서 정책정보/정치정보 수집활동을 제한 내지 폐지한다면, 경찰청에서 분리/
독립된(캐나다, 프랑스 사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기능을 대체할 국내 정보기관의 설치(행정안전부 소속

34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하계학술회의

정보보안청)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권성동의원이 정책정보 직무를 포함한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정보청’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
한 국가정보청 설치에 대해서
① 경찰력 분산을 통한 국가기관 권력의 균형 확보,
② 국무 조정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 사회 제 분야 현안, 정책정보 수집 등
정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정관리 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③ 경찰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업무 조정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본연의
경찰직무에 대한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렇지만, 국가정보청의 설치
여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정보경찰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효과, 부작용,
국가정보청의 직무 범위 등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신중한 분석도 있다.103)

최근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경찰 개혁관련 법률안들에 따르면, 정보경찰의 존속을 전제로 자의적이
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우려를 줄이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치안정보 개념의 구체화, 정보활
동 수권규정 마련, 정치개입활동을 금지하는 방안과 별도의 “국무총리실 소속 국내 전문 정보기관 설치” 방안으로
대별된다.
향후 그러한 국내정보기관 분리/독립 노력이 구체화 된다면, 필자는 독일(연방내무부 외청), 캐나다(연방
공안부 외청), 프랑스(일반국내보안국, DGSI)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 수장의 임명시, 국회동의절차 및 정보기관(국가정보원, 軍정보기관 및 국내 전문정보기관)을 감
시할 국회차원의 상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보기관간 인사교류(교육 포함) 및 책임자
상호임명을 통하여 정보공동체간 협업(Cooperation)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독일 사례).

(3)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사례
일반적으로 공무원(civil servant)은 다양한 정치적 당파에 의하여 옹호되고 있는 갈등적 상황에 놓여있는
정부운영의 철학 쪽으로 중립적 태도(非편파적, an attitude of impartiality)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공무
원의 태도는 이른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非편파성)원칙(the doctrine of the neutrality of the public service)
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다.104)
이와 같은 주장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전제조건들을 의미한다. 첫째, 개별 공무원은 자신이 만족하는(선
호하는) 정치적 이슈들에 대하여 사적인 논의와 투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지만, 반면에 정치적 당파들(특정 정당)
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참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둘째, 공무원은 정당이 권한을 갖고 있
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열정과 투지를 갖고 행정관리할 수 있도록 윤리적으로 그
리고 도덕적으로 의무가 지워진다는 것이다.105)
국가마다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다른 탓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슈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공무원이 국왕에 대한 충성 혹은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리가 없
지만, 의원내각제하에서 (연방)총리의 특정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103) 정성희(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481호) 검토보고, 2019. 6 참조.
104) Levitan, David M., “The Neutrality of the Public Service,”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 No.4(autumn, 1942), p. 317.
105) Levitan, 1942, p.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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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다.106) 즉 ‘공무원이 당파성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
어지는 가(What happens when civil servants get partisan)’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그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
다. 非당파성-정치적 중립성-은 캐나다 공무원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캐나다 수도인 Ottawa의 연방
공무원들이 연방총리가 도착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하였을 때, 그 공무원들은 정부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
다고 비판받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연방총리가 특정기관(지역의 고등학교)을 방문하였을 때, 총리의 정책을 지지하는 문
구가 새겨진 상의를 입고 환호하는 (여성)공무원의 태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캐나다의 다른 장관들도 유사한 환대를 받았는데, Kristy라는 과학부장관이 공무원으로부
터 껴안는 인사(hugged)를 받기도 했다. 어떤 기자가 외무부장관(Stéphane Dion)을 상대로 점잖게(부드럽게) 비판
적인 질문을 할 때, 주위에 있던 일부 공무원들이 (짜증섞인 투로) 신음소리를 내었다고 하는바, 이는 정치적 중립
성 위반 태도라고 지적받고 있다.107)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원칙 간에 항상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소속의 과학자인 공무원(Tony Turner라는 환경부 소속의 동물서식지보호 및 계획 분야
과학자)이 보수정당의 대표에 관하여 매우 비판적 내용을 담은 노래를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로 배포한 사건
이 있었다. 해당사건의 이슈는 당해 공무원이 모든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할 공무원 윤리규범-非편파성 및 非당
파성 유지의무-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그 당시 법원들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지하는 쪽
으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공무원 윤리규범상 금지된 행동과 법원에 의해서 허용된 행동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
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캐나다 공무원윤리규범(the Values and Ethics Code for the Public Sector)에
따르면, “非당파적이며, 非편파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그
들이 소속된 부서들에 “충성스럽게”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캐나다연방대법원이 정치적 행동(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非당파
적(非정파적)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캐나다 정부에 대한 충성과 공무원이 캐나다 국민을 대
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봉사라는 것이 한 정치가의 입장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캐
나다의 법원에 따르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오늘날 캐나다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부서의 자원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활동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이 선거 캠페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
할 수 있으며, 정치적 내용이 담긴 Lawn sign을108) 붙일 수 있으며, 전화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전단지를 배달
할 수 있다고 한다.109)
최근 일본에서 아베총리의 유세 현장에서 야유를 보낸 시민을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아 끌어내, 격리시킨
조치에 대해서, 홋카이도 공안위원회 위원장(경찰감도기관)이 “경찰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 조치", "경찰 직무
집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홋카이도에서는 2019년 7월 15일 아베 총리가 삿포로(札晃)시에서 거리유세를 할 때 한 시민이 "아베,
그만둬라. 돌아가라"고 외쳤다가 사복 경찰 5~6명에 의해연설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격리됐다. 같은 유세 중 "증
세 반대"를 외친 여성 유권자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이동되기도 했다. 이후 도쿄도(東京都)에 사는 한
남성이 동년 7월 삿포로 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했다. 이 남성은 고발장에서 "성명 불상 경찰관 적어도 10여명"의

106)
107)
108)
109)

https://www.macleans.ca/politics/ottawa/when-civil-servants-fail-to-appear-non-partisan/(2019년 8월 6일 검색).
https://www.macleans.ca/politics/ottawa/when-civil-servants-fail-to-appear-non-partisan/(2019년 8월 6일 검색).
Lawn sign: 사람들이 무엇을 광고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등을 알리기 위하여 자기 집 밖에 다는 표지판.
https://www.cbc.ca/news/politics/harperman-case-can-public-servants-be-political-activists-1.3207194(2019년 8월 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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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10)

나. 현행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관련 논의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
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에서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및 경찰법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
한편,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111) 준용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정, 시행중인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정보관은 정보활동 과정에서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intelligence)는 정책결정자들(policy makers)에게 천명된 혹은 이해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첩
보(information)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정보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집되고, 처리되고 그리고 좁혀
져왔다. 확인되고, 수집되고 그리고 분석되어진 정보와 그 모든 절차는 정책결정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다.112) 이처럼 정책결정(정치활동)과 정보활동간에 불가분성(intelligence and policy-making)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불가피한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 집권정당의 정책과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정보경찰의 정치정보 수집활
동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즉, 완벽하게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보경찰의 정치정보 수집을 금기시 혹은 배척하는 것이 과연 정보기관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찰)정보와 정책결정, 정치과정(현상)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견지태도(정치
관여 혹은 정치개입 목적을 자제하는 것)는 필요한 것이지만, 정치정보 수집자체를 적대시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
가 있다. 최근 소병훈, 이철희, 조응천, 권성동의원 등이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금지내용을 담은 경찰관계법 개정안
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113)
따라서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활동(법령상의 의무)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헌법상의 기본권)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근거로 처벌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자칫 정보경찰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갖는 것은 헌법상 보장
된 기본권과의 충돌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여, 경찰직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중립성보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경찰위원회’를 정보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구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위원회를 여야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
11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7129800073?input=1195m(2020년
11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 Lowenthal, 2017.
113) 정성희(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9. 6월 참조.

국가정보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도전과 과제 37

고, 정보경찰은 그 활동사항에 대해 경찰위원회에 비밀준수를 전제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인권침해 및 권
한남용 등 일탈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위원회에 사실조사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선진 각국의 경우, 정보기관활동에 대해서는 입법부(Parliament)를 통한 예산 통제가 主를 이루고 있다.
정보기관이 취급하는 기밀사항이나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통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논의
된 바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바람직해 보인다. 독일의 경우, 3대 정보기관(연방
정보원, 연방헌법보호청 및 국방보안청)에 대해서 연방의회(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연방총리실(조정기능포함), 연
방회계감사원, 정보보호부서 등을 통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국의 경
우,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본질적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와 국가기밀보호와의 조화로운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청에서 정보경찰조직에 대한 준법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정보경찰 개혁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경찰청 정보국의 1개 係단위로 편제되어 있는 준법지원팀을 향후 課(준
법지원과) 또는 심의관(준법지원심의관) 단위로 확대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법률가 출신 등)로
채용하여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견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판결, 법령 등)를 적극 발굴, 연
구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정보)경찰관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적용, 교육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
직하다.

VI. 결론
현행 정보경찰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미래의 정보경찰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자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정보경찰 직무영역(정책정보 및 정치정보 수집활동 포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기능을 대체할 그리고 정책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내분야 전문 정보기관 설치, 아울러 (정보)경찰의 정
치적 중립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과 중립성 유지의무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한국 정보경찰의 연원은 1894년 제정된 근대 경찰조직법-경무청관제직장-과 상해 임시정부하의 경무국
(고등경찰사무)에서 수행했던 정보경찰 직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대 행정법 교과서(「행정법대의」)
에서 언급되었던 고등경찰 개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경찰조직법 및 직무/작용법의 뿌리는 메이지 유신 이
후 일본의 근대경찰법 그리고 더 나아가 독일 프로이센 및 프랑스의 근대경찰법 체계와 내용-대륙법계(Civil
Law)-을 크게 계수한 것으로 본다. 행정경찰(미래의 예방지향, 위험방지, 전통적인 정보경찰도 이에 해당)과 사법
경찰(과거의 범죄행위지향)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전통은 대륙법계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정보학을 비롯하여 경찰정보학에 관한 교육과 연구가 (정보)실무기관에서 주로 실무교육차원에서 이
루어졌다. 특히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담당해오던 정보경찰에 대한 직무범위와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1998년 이후 경찰대개혁 과정에서 경찰학 실무교재들이 일반대학에 배포되고, 채용과목으로 선정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0년 초반 이후 정보경찰 실무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면서 정보경찰역
량 강화/역할 등에 관한 주제들이 학위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정보의 자기결정권, 정보수집기능 및 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길지 않은 정보학연구 역사를 갖고 있지만, 향후 학술적 논의가 활발해지기
를 기대한다. 20여 년 전 최초로 대학에서 경찰정보론 강좌를 맡아왔던 필자로서는 그동안 독일, 캐나다, 프랑스
정보기관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국가정보원, 검찰/경찰정보 및 대통령 경호처 등 조직에 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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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부터 1953년까지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경찰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부재한 상태로 경찰관들은 직무를 집행해왔다. 특히 1981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처음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정보경찰 직무를 법제화 하였다. 비록 권한규범은 아니지만, 직무규범의 형태
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독일 경찰법에서는 직무규범(Aufgaben)과 권한규범(Befugnis)을 조화로운 방식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특
히 일반조항(Generalklausel)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직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찰권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바람
직한 입법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가경찰제도(national police)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정보경찰 혹은 고등경찰적(high
policing, haute police) 직무영역을 경찰청 소관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한편, 경찰관계법에서는 ‘치안정보’만을 규정하면서, 하위법령(대통령령 등)에서는 ‘정책정보’까지 관장사
무로 확대 규정하고 있는 상황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률과 하위법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입법기술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의 정보경찰 개혁권고안을 토대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치안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안녕 위험의 예
방･대응 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정보경찰의 정치개입/관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정치정보 수집활동 방법과 수단을 상당히 제한적/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시대 변화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가경찰의 역할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행정부수반이자, 통치권
자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 최근에 위험사회 도래 및 국내외 정책결정 상황의 불확실성 증
대로 인하여, 정보경찰의 역할이 강조 혹은 적극화되고 있다. 효과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으
로서,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에 이르는 통치권 차원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정보와 정책결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감안할 때, 정보환경-국외/국내정보 및 내적 안전유지 필요
성-의 급변상황은 정책정보활동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폐지한 시점에서, 경
찰정보 직무영역을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 든
다. 따라서 국내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보기관 신설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경찰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개념정의가 부족 혹은 부재한 가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
해왔던 직무집행 결과에 대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보경찰 직무 수행자들이 급기야 형사법
적 제재를 받을 상황에 처해졌다. 필자는 그동안 치안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학술적인 논의를 재촉한 바 있
었다. 경찰정보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는 순간, 혹시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소극적 태도를 취했던 경찰청 관계자들
이 최근에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 따르면, 치안정책 혹은 경찰정책은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경찰 형성과정 및 경찰개념의 변천과정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안녕(oeffentliche
Sicherheit), 양호한 질서상태(gute Ordnung) 및 위험방지(Gefahrenabwehr)를 통한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을
유지하는 것은 경찰직무의 본질로 새길 수 있다. 이는 곧 정보경찰의 직무영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찰직무의 본질을 토대로 한 치안정책 혹은 규제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지식이 바로, 치안정보
일 것이다.
향후 한국 정보경찰은 보다 명확한 정보경찰 직무/활동영역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효
과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국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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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모든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테러·재난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1)가 부여되어 있다. 특히, 정보경찰은 이러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위해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국민안전·사회질서·
공공안녕 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정보경찰은 일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정보활동과 국회·정당·민간단체 등에 광범위하게
출입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정치관여·사찰·민사개입 등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경찰개혁위원회에
서는 2018년 4월 ‘치안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
보’로 대체하는 등 경찰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 금지·사찰 원천배제 등 정보활동의 통
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과거 일부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공감받는 정보개혁, 신뢰받는 정보경찰’이라는 목표 아래 강도 높은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 왔으며, 입법
과제 및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하였다.
한편,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여타 권력기관 개편 과제들과 함께 정보경
찰 개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2). 일각에서는 경찰 정보기능이 폐지되거나 경찰 조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
까지 하고 있다.

․

․

1)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에방 진압 및 수
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4.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

․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에방 진
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
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

2) 참여연대, 21대 국회 ‘70개 입법정책 과제’에 ‘정보경찰 폐지’ 포함(’20. 5. 25.) /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 토론회’(’20. 4. 21.)
등 정보경찰 폐지 공론화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출범(’20.5. 19.) / 경향신문(’20. 3.
1.), “경찰개혁, 정보경찰 페지에서 시작해야” / 국민일보(’20. 4. 23.), “[초선이 온다②] 김웅, 정보경찰분리법 1호 법안으로” 등

46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하계학술회의

하지만, 정보화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정보화 시대의
이면인 온-오프라인 상 각종 위험 정보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
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그에 대한 예방·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정보기능의 순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안보·국민안전·사회질서·공공안
녕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체계의 큰 틀에서 신중한 입법정책
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의 역할을 되돌아 보고, 그간 진행된 정보경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개혁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II. 정보경찰의 역할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
호’하기 위함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사회 재난, 감염병, 테러, 범죄 등 위험요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알람 기능’을 하는 경찰 정보기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각종 범죄, 대규
모 집회시위, 중요 국가행사, 국가적 재난·재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분석하여 경찰청 내 법 집행기능(경비, 수
사, 교통 등)의 적절한 예방·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국가정책은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고, 사전에 완화·해소되거나 사후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외부로 표출되어 치안 부담요인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부처들의 경
우 상대적으로 정책 수립·집행 중심으로 인력· 조직이 운영되다 보니 사전 단계나 정책입안·집행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분석·처리가 제한적인 반면, 경찰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가감 없는 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정책 추진과정
에서의 시행착오 또는 이해단체 사이의 갈등·대립 완화에 일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적 당면현안인 코로나19
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방역의 미비점과 사각지대, 감염의 확산 요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집회·시위 건수 및 참가인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3)이며, 집
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안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분석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은 다중운집에 따른 물리적 충돌·폭력행위, 교통방해, 시설점거 등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수집하여 법 집행 기능(경비, 수사, 교통 등)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정한 안전·경비대책을 수립하
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만큼, 현장에서의 갈등중재 역
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보경찰은 2018년 10월 대화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집회·시위 참가자와 폭넓게 소통
하며 이해당사자 간 물리적 충돌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이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활동 과정에서 범죄의 의심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 및 테러와 관련된 예고정보와 각종 잠재적 위험요인과 관련한 사전경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 내
부적으로는 정보국·보안국·외사국·경비국(대테러) 등의 단절된 정보가 아닌 협업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
연혁적으로도 경찰 정보기능에서 보안·외사기능이 분리되었으며, 위험 방지를 위한 가외성 측면에서도 정보경찰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4). 특히, 특수재난 분야인 테러의 경우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부
3) 2017년 4만5천 건(연인원 359만명) → 2019년 9만5천 건(연인원 517만명)
4) 1980년도까지의 정보경찰조직은 제3부장 산하 정보1과에서는 일반정보를, 2과에서는 대공정보를 담당했다. 1981년에는 정보 1,2,3과와
‘대공과’로 정보경찰 조직을 확대 개편했고, ‘대공’이라는 용어가 정식 직제로 사용되었으며, 1985년에는 ‘대공부(대공 1, 2, 3
부)’로 승격되었다. 1983년에는 외사과를 포함하여 정보, 대공, 외사를 망라하여 제4부에 소속되도록 하였으며, 1986년 제5조정관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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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보기관인 경찰청 이외에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정부부처가 없어 테러의 예방과 대비·대
응 등에 있어서도 경찰의 정보가 없이는 재난관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5)
경찰 내부적으로는 치안환경 변화 및 현안에 맞춰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종 치안활동을 적
시성 있게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안·외사국 등 범정보 기능과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험 분석 및 예방·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경찰은 ‘국가안보·국민안전·사회질서·공공안녕 유지’ 등 경찰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모든 경찰이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9.
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치안을 관장하는 경찰의 업무 특성상 정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으며, 그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수준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정보경찰 개혁 주요 경과 및 추진 사항
<그림-1> 정보경찰 개혁 전후 비교표

(1)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 및 정치관여ㆍ사찰 금지 제도화
2018년 4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 정보’로 대
체하고, 정치관여 · 사찰금지 등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을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과 정치적 중립의무의 엄
중함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9년 3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경찰개혁법안 전체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개
정이 불발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법안 내용은 후술).

․

설하여 ‘대공’과 ‘외사’를 전담하게도 하였으며, 1987년에는 제5조정관이 순수 ‘대공’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문경환 이창무 공
저, 2019, 경찰정보학, 171p. / 경찰청, 1995, 경찰50년사, 354~357p)

․

5) 함혜현 박주상, 2017, 국가재난 관리에 있어 경찰정보의 활용방안 연구(한국치안행정논집), 2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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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에서는 개혁법안의 입법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경찰청 훈령)｣을 선
제적으로 제정하였다. 동 규칙은 관행에 의한 정보활동 근절을 위해 정보경찰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정보활동의 범위를 국민안전 등 7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불법사찰 및 민사개입 원천
배제, 부당한 지시 거부권을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1> 정보경찰 활동규칙 주요 내용
구분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
불법사찰
원천 배제
민사개입 등 금지
부당한 지시
금지·거부
특권의식 배제

주요 내용
▵국민안전
▵범죄정보 등 7개 유형으로 엄격히 제한, 정치관여 · 인권침해 등
일체의 권한남용 소지 차단
‘국회 · 정당 · 민간단체 상시 출입’ 중단 /
‘사찰성 정보를 수집’할 경우 징계 · 수사의뢰, 정보기능에서 배제
▵민사분쟁 부당개입 ▵사적 목적 정보활동 등 일체의 ‘경찰권 남용’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부당한 지시 금지 · 거부권’ 제도화, ‘민간사찰 등 부당지시를 할 수도 없고,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
정보관의 신분․목적을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비공식 직함 사용금지

이와 함께, 2018년 9월 정보부서 소속으로 운영되던 국회 협력관을 폐지하고, 정보경찰의 국회 · 정당 상
시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정치관여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하였다.

(2) 내ㆍ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준법 정보활동을 체질화
그간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9년 이후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도입하였고, 경찰위원회 보고를 실질화하는 등 내·외부의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8년 7월 경찰청 정보국 내 변호사를 포함한 준법지원계를 신설해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행적·부적절한 정보활동 근절과 정보경찰
의 인식·행태 개선을 통해 ‘과거로의 회귀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3) 정보경찰 조직ㆍ사무 재설계
시민의식과 정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경찰의 조직과 인력도 대폭 개편하였다. 2018년 10월 은밀한
정보활동의 상징으로 비쳐지던 한남동 정보분실을 폐쇄한 데 이어, 2019년 2월 법 집행적 성격인 채증·소음 업무
를 경비 기능으로 이관하고 외근 정보관들을 민생치안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2018년 대비 정보경찰의 인력을 11.
1% 감축하였다.
이는 2019년 집회·시위 건수(9만5천 건)·참가인원(연인원 517만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치안수
요가 급증하고, 지난 10년('09 ~ '19년) 간 전체 경찰관 정원이 21.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정보경찰 정원은
16% 감소했다는 점에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책정보·신원조사 업무 등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는 국가정보체계의 재편과도 연계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대안이 마련될 경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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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변화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대응의 패러다임도 ‘관리자’에서 ‘조력자’로 변화시
켰다. 2019년 1월부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집회 신고장소를 정보과 사무실에서 민원실로 변경하였으며, 금지통
고는 최후의 수단6)으로 활용 중이다. 동일 장소·시간대를 신고한 선·후순위 집회의 경우에도 단체 간 ‘장소·시간
분할’ 등이 이뤄지도록 조율하고, 금지통고 보다는 제한 ·보완 통고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스웨
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8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화경찰은 집회 주최자·참가자 및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갈
등을 완화·해소하는 등 집회·시위의 보호자·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찰 복제
(조끼 등)를 착용하고 공개 활동을 지향하여 기존 정보활동의 밀행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해소하고 있다7).

IV. 정보경찰 개혁 추진 방향
(1) 향후 추진계획
가. 개괄
지난 1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권의 비대화 우
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여타
권력기관 개혁 등과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 준수 △정보활동 범위 명확화 △정보활동 통제 강화 등 정보경찰 개혁 요구가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정보활동의 개념·범위를 명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안’과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의 조기 입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정보활동의 개념 및 범위 명확화
정부조직법 상 경찰청은 ‘치안’을 관장8)한다. ‘치안’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치안은 경찰청
이 관장하고 현실적으로도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치안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요소를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학
계에서는 ‘치안’을 경찰법상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나 사전적 의미인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전’하는 경찰의 활동으로 보고 있고, ‘치안
정보’를 ‘경찰정보’ 활동의 영역이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9). 개인적으로도 ‘치안정보’의 개념은 경찰법
(제3조)·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상 각 조 제1～7호에 규정된 경찰 임무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2019년 금지통고 건수는 총 9건으로 역대 최저치(’15년 193건 → ’16년 96건 → ’17년 74건 → ’18년 12건 → '19년 9건)를
기록하였다.

․

7) 2019년 5월부터 12월 간 대화경찰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국 69,638건의 집회 시위 중 물리적 마찰 등이 우려되는 7,901건에 연인원
14,058명 배치(건당 평균 1.8명, 최대 99명)
8)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9) 문경환 이창무 공저, 2019, 경찰정보학, 174~1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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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치안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개선을 권고하였다. 경
찰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경찰법 제3조 제4호, 경찰
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개정)하고, 수권조항을 신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신설)하는 개정안을 21대 국
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안 통과시 정보활동의 개념·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행

개 정 안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 재발의 예정)

제2조(직무의 범위)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제2조(직무의 범위)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신설>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공공 안녕’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은 법학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 개인적 법익 △ 객관적 법질서 △ 국
가의 존속, 국가 및 공권력 주체의 제도 · 행사의 무사온전성 · 불가침성을 의미한다(홍정선·서정범 등). 특히, 개정
안의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 정보는 위험방지의 사전적 조치에 대한 정보라는 의미로, ‘위험 방지’와는 명확히 구
분된다.10)
<표-3> 「치안정보」와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ㆍ대응 정보」의 개념 비교표
구분

치안정보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

기본
개념

<치안> 경찰법上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 등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로 해석(경찰정보학)
⇨ 치안의 사전적 의미는
①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림 또는 그런 상태
②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ㆍ보전함(경찰학계에서는 경찰작용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공공안녕> 개인의 권리 · 법익, 객관적 법질서 등
사회적 법익, 국가의 존속 및 공권력 제도 등
국가적 법익 등이 발현될 수 있는 상태
⇨ 공공안녕도 치안과 유사하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이나, 그 개념요소가 법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최소한의 사법적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 있음

정보
개념

<치안정보> 경찰학계에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조3항(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ㆍ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을 치안정보의 구체적인
예시ㆍ열거규정으로 보고 있으나, ‘치안정보’
용어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법률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경찰정보학,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정보 발전방안 연구)
※ ‘치안정보’라는 용어는 1981년 최초로
경직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ㆍ대응 정보>
·‘치안정보’를 ‘공공안녕 관련 정보’로
대체한다면 용어의 포괄성ㆍ불명확성 문제 제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치안정보’에
비해 개념요소를 제한
⇨ 개인적ㆍ사회적ㆍ국가적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 및 추상적(잠재적) 위험과 관련한 정보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어 사법적 준거가 될
수 있음

10)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개정시안(’86년) 제1조 제1항에서도 경찰의 직무를 △‘범죄행위 수사’ △‘범죄행위 방지’ △‘장래의 위
험을 방지할 수 있는 준비’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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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의 안녕은 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20여개 법률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며, 독일·프랑스·미국·캐나
다·싱가포르 등도 법률에 ‘공공의 안녕’을 명시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개념으로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4> 공공의 안녕과 관련한 국내ㆍ외 입법례
항목

주요 내용
‣<공공의 안녕질서> 헌법, 관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계엄법,
소방기본법, 총포법, 집시법 등
< 헌법 제76조 > ① 대통령은 내우 · 외환 · 천재 ·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내
입법례

< 헌법 제77조 > ①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공공의
‣<공공의
‣<공공의
‣<공공의
‣<공공의

해외
입법례

안녕, 질서> 전기통신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안녕 및 질서> 소방기본법 등
안녕과 질서> 군사법원법, 항공안전법, 해양경비법, 해양경찰법, 경직법 등
안전과 안녕> 개인정보보호법 등
안녕> 방조제관리법, 화학무기등 수출입규제법 등

‣<독일> 통일경찰법모범초안, 연방경찰법, 16개 州 중 14개 州에서 ‘공공의 안녕’을
경찰 직무조항에 명시
‣<프랑스> 지방자치통합법전은 선량한 질서, 공공안녕, 공공안전, 공중위생 보장을 자치경찰
목적으로 규정
‣<미국> ‘뉴욕시’ 자치헌장은 ‘공공의 안녕’ 유지를 경찰청의 의무로 규정
‣<캐나다> 퀘벡 · 온타리오 · 앨버타州는 ‘공공의 안녕’ 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
‣<싱가포르> 경찰법에 ‘공공의 안녕’ 유지를 경찰의 기능으로 규정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서 정보의 수집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입법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훈
령)에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만큼,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동법 시행령’, ‘정보
경찰 활동규칙’ 등 3단계 체제를 통하여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개정,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
‘정치적 중립’ 의무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시 처벌조항(국정원법·군형법
원용)을 신설’하고, 형량을 상향(기존 3년 → 5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할 예정이다. 기존 국가공무원법(제65조) 상
‘정치 운동의 금지’보다 규제 대상·범위가 넓어지므로, 개정안 통과 시 정치적 중립의무도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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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행

<신설>
제31조(벌칙)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제24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개 정 안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 재발의 예정)
제18조의2(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31조(벌칙)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라. 법 개정 이후, 직제 개정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
다.11) 법 개정 이후에는 정보활동의 구체적 범위 등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그 내용에 맞춰 직제 개정 등 후속 조
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준법지원계를 중심으로 현장 정보활동에 대한 주기적·실질적 점검과 교육 등을 강화하여, 준법 정
보활동이 현장에 안착되고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질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정보경찰 폐지ㆍ분리 주장에 대한 입장
한편,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정보와 수사의 결합 등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하
며, 정보경찰의 폐지 내지는 분리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편 시 정보
경찰 폐지(분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 관련 공약 및 발표 등에서 정보경찰의 폐지(분
리)가 거론된 적은 없다.
앞서 정보경찰의 역할에서 설명하였듯이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
고 위험에 대한 예방 · 대응을 준비하도록 ‘알람 기능’을 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11) 정보경찰 개혁입법은 ‘21대 국회 중점 법안’으로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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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업무는 긴급성이 요구되며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활동’ → ‘예방·대응 등 행정조치’ → ‘정책
제언·사후적 수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찰 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험의
예방 및 대응력이 약화되어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그 피해가 막대한 만큼, 재난 예방·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이고 대응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양질의 정보 수집·분석과 원활한 대응을 위한 부처·기능 간 적시 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정보기능이 경찰에서 폐지(분리)될 경우, 기관 간 정보공유 실패,
정보의 신속성 · 적시성 저하 등으로 인해 위험 예방·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보는 위
기상황에서 존재가치가 드러나는데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요한
정보 총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과 정부 전체의 위기관리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정보국을 폐지하고 경찰의 각 기능별 정보활동만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집행부서 시각
에서만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보의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파편화된 정보를 종합하지 못해 경찰 전체
의 정보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집회·시위와 관련하여서도 신고 단계부터 현장까지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
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이 사라지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경직될 우려도 있다.
한편, 경찰 비대화가 우려되므로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경찰업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하여 모든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첩보를
수집·제출하여야 하고, 정보경찰도 정보활동 과정에서 범죄 의심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첩보를 모든 경찰관이
사용하는 범죄첩보시스템에 제출하게 된다.
첩보 제출자의 정보는 시스템상 블라인드 처리되며,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이 제출된 첩보의 사실관계
를 확인 후 독자적으로 수사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첩보를 제출한 정보관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세부
수사진행 상황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기능 경찰관은 수사기능 경찰관과 달리 일체의 사법적 권한이 없
고, 미행 · 도청 등 일체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 들은 내용’ 등 임의적인 방법으로만 정보를 수집
한다. 향후, 일반경찰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출범도 추진중인 만큼, 수사와 정보의 결합을
전제로 한 비대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즉, 정보와 수사의 분리 문제는 정보기관이 직접 수사까지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 측면
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수사, 국민안전·공공안녕 유지가 본연의 업무인 경찰이 이러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약된 논리이며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세계 각국도 경찰 조직체계와 정보활동 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를 위
한 정보의 수집은 필수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다수 선진국 경찰은 별도의 국내정보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공공위험 관련 정보수집을 위하여 경찰 정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에서 정보와 수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16개 정보기관이 있으나,
LAPD·NYPD 등 주 경찰에서도 정보활동을 통해 치안정보를 수집12)하고 있다. LAPD의 경우 ‘대테러 및 범죄정
보국’에서 범죄·테러 관련 정보뿐 아니라, 인종·종교 등 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며, NYPD도 ‘정보
국’을 두고, 범죄·테러 등 공공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영국은 국내정보기관인 보안부(MI5)가 존재하나,
경찰도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을 수행하며 기존 범죄정보 위주 활동에서 나아가 ‘지역사회’(community), ‘상
황’(contextual)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13). 일본은 경찰청과 법무성에서 국내정보를 담당하고 내각정보조사실에서

12) 경기대 산학협력단, 2017,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정보 발전방안 연구, 21p
13) 이주락, 2018, 영국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분석(영미연구 제42집), 2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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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간 통합·조율 역할을 하는데, 경찰청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 등 공안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보를
취급한다14).
프랑스는 국내정보기관인 내무부 ‘국내안보총국’(DGSI)와 함께 경찰청 중앙국토정보부(SCRT)에서 기관·
경제·사회분야와 폭력현상과 같은 공공질서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보를 수집15)한다. 독일은 헌법상 ‘정보·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연방헌법보호청(BFV)에서 국내 정보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BFV는 법 집행권한이 없어서 수
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 첩보를 하달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통일경찰법 모범초안에서
는 집회 및 다중행사, 현저한 위험방지, 범죄행위 등을 정보수집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州 경찰도 수사뿐
아니라 일반 예방경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16).
이처럼, 세계 각국 경찰은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의 유지’와 ‘범죄 수사’를 기본 임무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즉, 각국의 국가정보 체계·여건에 따라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수준은 달리할 수 있으나, 경
찰의 기본 임무인 수사와 정보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정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하겠다.

V. 소결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 유지,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정보경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과거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경찰청에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경찰개혁위 권고 이후 2년여간 ①경찰 정보활동의 범위 명확화 ②정치관여·사찰·민
사개입 원천 배제 ③정보활동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경찰의 조직·사무·활동범위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지속적인 교육·점검 등을 통해
준법 정보활동이 현장에 점차 안착해 가는 과정에 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은 입법과 제도화가 이뤄질 때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신속한 개혁입법과 후속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정보활동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14) 경기대 산학협력단, 2017,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정보 발전방안 연구, 95～96p
15) 문경환·김택수·이창무, 2014, 프랑스 정보경찰 개혁과 갈등조정 역할에 관한 연구(경찰법 연구 제12권 제1호), 247p
16) 경기대 산학협력단, 2017,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정보 발전방안 연구, 9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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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I. 서론
지난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 단위 자치경찰 모델’ 도입 권고에 이어 다음해인 2018년 11
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그리고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등의 경찰법 개정
안 제출로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정부에서보다 높아져 있다. 비록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
해 기히 제출된 법안은 폐기된 상태지만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추
진동력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별개로 경찰정보 기능에 대한 개혁 요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자치경찰제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정보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히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국가경찰이 담당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서 경찰의 ‘정보’ 사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
할 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및 위협요인의 다각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역시 테러 등으
로부터의 안보위협 수준이 심각히 증대된 상황에서 안보 위해요인에 대응하여야 할 정보기관 역할의 중요성 또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물론이지만 국내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향후 경찰의 정보 기능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도 높게 국내
정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
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조직 구조 변화 등에 맞춰 주요 정보선진국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간의 경찰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점, 즉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법률 근거
문제나 활동 범주, 조직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조직 및 활동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관(경찰학박사,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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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치경찰제 추진 개요 및 경과
(1) 자치경찰제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등을 목적으로 논의되었다가 남북 대치 등 상황
적 특수성을 이유로 중단된 이후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장면 정부,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박정희․전두환 정
부를 제외하고는 광복 이후 자치경찰제에 논의가 실질적으로 줄곧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2017년 11월 ‘광역 단위 자치경찰 모델’ 도입을 권고하면서 경찰청에서는 2018년
11월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안에 따라 2022년 전국 확대 실시를 목표로 하여 2006년부터 10년 이상
시범 운영을 해 오던 제주자치경찰에 대해 ‘국가경찰 사무 및 인력 단계적 이관’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2)
을 추진 중이다.3)
2019. 12. 10.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약칭 ‘제주특자
도법’)을 통해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활동’, 즉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주민 보호, 가
정․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의 ‘지역교통활동’, 그리고 지역행사 등에 대한 ‘지역경
비활동’과 ‘자치경찰 사무관할에 대한 사법경찰 업무’와 ‘즉결심판 청구’ 사무로 규정4)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 수
행을 위해 동법 제96조에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 자치경찰사무에 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제3조),
주취자 및 자살기도자․요구호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제4조), 위험발생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위
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경찰장비․장구․분사기․무기 등의 사용(제10조, 제10조의2～10조의4) 규정 등을 준용하
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에게 경찰권 일부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무기 사용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장
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 후에는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안5)에서는 자치경찰의 계급을 자치순경부터 자치 치안정감까지로 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자치경찰본부 아래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치경
찰대 아래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교통․지역 경비 사
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 관할에 포함되는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학교폭력
을 비롯하여 성폭력․성매매․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수사를 직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위 제주특자도법과 유사하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 규정과 무기 사용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장 소속의 국가수사본부 신설 규정과 함께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치안정보’를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개정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정보청 설치 주장6)과 함께 경찰
정보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계획에 따르면 ’19년에 자치경찰 인력을 7,000~8,000명으로 증원,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 확대 시범 실시 후 ’21년에는
30,000~35,000명의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국에 확대, ’22년부터 총 43,000명의 자치경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포함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전면 이관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로서 홍익표 의원안 등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로 제출된 법안이 모두 폐기된 상태이다.
3)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에는 2018년 4월 이후 4단계 확대를 통해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 268명과 자치경찰 164명을 포
함하여 총 432명이 근무 중이다.
4) 동법 제90조
5) 20대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되어 홍익표 의원안을 비롯하여 권은희 의원안과 곽상도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일부 법안 간 내용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다.
6) 2019. 3. 29. 권성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현재는 폐기된 상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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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할로 볼 때 현재 국가경찰 업무 중 정보․보안․외사 업무와 국가
차원의 경비 업무는 자치경찰제 시행 후에도 국가경찰이 계속 수행하게 된다. 물론 자치경찰제 시행과 별개로 국
가정보원이나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개혁과 함께 경찰정보 기능에 대한 개혁 요구도 제기되
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될 경우 향후 경찰의 정보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핵심 쟁점
위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주요 경과7)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했듯 미군정 때인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이
루어졌다. 뒤이은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1988년과 1989년에 걸쳐 야당인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등이 주도하여 자치경찰제 실시를 포함한
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당이 제출한 현행 경찰법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
후 1995년부터 민선 1기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1996년부터 야당인 새정치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 1998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1989년에 제출된 야3당 법안과 1996년에 제출된 국민회의․자민련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경찰 체제를
기초로 자치경찰제를 절충하는 형태의 모델을 담고 있었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숫자나 위원 임명방법 등에 있어
서만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진행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체 안을 마
련하였다. 그러나 16대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 무산되었다.
이후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공약한 자치경찰제 도입 실현을 위해 참여
정부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자치경찰제를 7대 주요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경찰청에서도 2003년부터 경찰혁신위원회를 구성, 자치경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
였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에서는 법안 형태나 법률 소관부처, 자치경찰의 사무관할 및 감독관청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독자적인 형태의 ‘자치경찰법’을 제정, 발의하고 자치경찰의 사무
관할은 국가․자치경찰 간 협약에 의해 결정하며, 자치경찰의 감독관청은 행정자치부로 하되 감사 시에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 방범순찰․사회적 약자 보호․교
통단속․지역경비 활동과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부안과 별개로 한나
라당 유기준 의원안도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유기준 의원안은 정부안과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모델을 포함하였다. 두 법안 모두 17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지만 이와 별도로 2006년 2월에는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까지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두 정부안 모두 참여정부안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를 모델로 하는 법안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비중
높게 추진함에 따라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 2원화 모델’ 도입을 경찰
청에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제주특자도법을 근거로 하여 4단계에 걸쳐

7) 박준휘 등,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50-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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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의 인력과 사무를 제주자치경찰에 이관하여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2018년 11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 2원화’ 방안을 채택하면서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 시범 실시를
거쳐 2022년 전국 전면 실시를 목표로 자치경찰제 시행을 확대 추진 중이나 자치경찰제 시행의 근거 법안으로서
2019년 3월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제출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법안 마련은 다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III. 자치경찰제 시행 시 경찰정보 조직 및 활동 관련 주요 논의점

(1) 경찰정보와 국내정보활동의 범주
가. 경찰정보활동과 국내정보활동의 관계
앞에서 언급했듯 지난 20대 국회 때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
행 후 사무관할로 볼 때 국가경찰 업무 중 정보․보안․외사 업무와 국가 차원의 경비 업무는 제도 시행 후에도 국가
경찰이 계속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
자 보호를 위한 활동, 그리고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및 교통경찰활동과 지역 내 공공시설 및 행사 혼잡경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업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경찰의 ‘경비’업무에 있어서 자치경찰은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
공청사에 대한 경비’ 업무와 ‘지역축제 등 각종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만을 맡을
예정이다. 물론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경비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혼잡경비에 있어서도 사전에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예방’ 차원의 정보 수집․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국가경찰의 경비 기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가운
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갈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는 더욱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찰정보활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의 정보 조직체계를 간략히 살펴볼 필
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타 국가들과 달리 국내정보 전담조직이 없다8). 그런 이유로 경찰청 정보국이 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상 국가정보원이 국외정보활동 외에 국내 ‘보안’정보활동 가운데 대공, 대
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활동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내 ‘정책’정보활동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되지 않은 국내 치안질서와 관련된 정보활동, 즉 공공의 안녕
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내‘보안’정보활동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근거 법률로서 경찰관직무집행
법에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을 포함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정보
국의 사무 범주에 ‘치안정보’ 외에 ‘정책정보’의 수집 업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경찰정보활동과 관련된 법률 근거에
대해서는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보선진국들과 달리 국내정보를 전담하
는 정보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정보국이 국내정보활동의 범주를 나누어 국내 보안정보활
동 가운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관련된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여타 국내 보안정보활
동과 정책정보활동의 경우 경찰청 정보국이 수행함으로써 2절에서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조직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 경찰청 정보국의 업무와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활동을 함께 비교하기로 한다.
8)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정보선진국의 국가정보조직, 즉 국외정보조직 및 국내정보조직 등에 대해서는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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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정보활동의 범주
경찰정보활동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또는 경찰위반 상태를 제거하거나 치안정
책 수립에 필요한 첩보를 수집․분석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찰의 정보활동이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공공질서 유지’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문경환, 2019:
160-162) 이러한 점은 경찰정보활동의 목적을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경찰법상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근
거로 할 때 경찰정보활동의 목적을 대별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정보활동의 주된 목적을 국가안보 유지와 정책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으
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집회 시위로 인한 직․간접적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
련된 공공갈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조정․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
실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공공의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정보활동의 역할은 비밀공작(Covert
action)이나 대스파이(Counter-espionage)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국가정보원의 국외정보활
동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경찰활동의 목적과 같이 정보경찰활동 역시 행정경찰작용으로서의 예방경찰 활동과 사후 조치 단
계로서의 사법경찰작용 모두를 포함한다. 정보경찰활동에 있어 사후적 사법경찰작용은 이러한 질서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범죄를 야기한 경우 이러한 경찰위반 상태를 제거 또는 사법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을 말한다. 정보경찰을 개념 규정할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Gefahr) 또는 경찰위반(警察違反) 상태
(Störung) 제거를 위한 경찰활동을 목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정보를 수집․분석․작성․배포하는 경찰’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경찰의 목적과 활동을 중심으로 정의한 개념이다. ‘예방’경찰활동으로서의 정보경찰은 정보경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정보활동과 ‘경찰정책
의 수립과정에서의 사전적 정보지원’을 그 임무로 한다.(문경환, 2019: 160-162)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경찰의 범죄정보활동인데, 통상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를 경찰
의 주된 임무로 보는 견해에서는 경찰정보활동의 주된 역할을 ‘범죄정보’활동이라 간주하고 정보활동의 범주 역시
범죄정보활동에 국한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타 국가들과 다른 우리나라의 정보조직체
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국내정보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청 정보국에서
정책정보 업무와 국내보안정보 가운데 치안질서 유지와 관련된 활동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와 같이 경찰이 범죄정보활동만을 위주로 정보활동을 할 수는 없다. 물론 정보 기능이라고 해서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정보활동, 즉 범죄정보활동을 도외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범죄정보활동은 주로 정보 기
능이 아닌 수사 기능과 순찰활동 등 지역경찰활동을 하는 생활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 기능
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정책정보활동과 치안질서유지에 필요한 정보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다. 간
혹 경찰의 정보활동 범주 가운데 ‘정책정보’활동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
에서 살펴보았듯 국가정보 영역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 가운데 ‘정책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은 국가안
보 수호를 위한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의의를 갖는 만큼 법상 국내정책정보활동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
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해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해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국가 정책적 손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조직 및 활동 비교
가. 미국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앞에서 언급했듯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국가정보조직으로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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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정보기구와 국내정보기구, 그리고 군 정보기구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9). 다만, 미국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많은 숫자의 정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2004년 신설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아래 16개 정보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국외정보기구로서 중
앙정보부(CIA

:

Central

Intelligenc

Agency)와

국내정보기구인

연방수사국(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및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군 정보기구인 국방정보부(DIA :
Defense Intelligence Agency)와 국가정찰국(NRO :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국가안보국(NSA :
National Security Agency)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정보국(CIA)을 제외하고는 여타 정보기구는 모두 특정 행정
부처에 소속되어 정보업무를 수행한다. 예컨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국방정보부(DIA)와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그리고 국가
지리공간정보국(NGIA :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은 국방부 소속의 정보기구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내정보조직으로는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를 들 수 있는데, 연방수사국
(FBI)의 경우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정보기능은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Branch)에서 수행
하는데,

그

아래에는

대테러과(Counterterrorism

division)와

방첩과(Counterintelligence

division),

정보과

(Directorate of Intelligence), 그리고 대량살상무기과(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rectorate)를 두고 있다. 수
사는 ‘Criminal, Cyber, Response and Services Branch’에서 수행하는데 하위 조직으로 범죄수사과(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와 사이버수사과(Cyber Division), 중요사건대응팀(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 국제
범죄수사과(International Operations Division) 등을 두고 있고, 과학기술처(Science and Technology Branch)와 정
보통신처(Information and Technology Branch), 인사처(Human Resources Branch) 등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 공격의 사전예방 및 테러발생 시 사태 수습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 제정된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22개 행정부처를 통합, 약 17만 명의 인
원을 흡수하여 탄생하였다. 주요 임무는 중앙정보국이나 연방수사국 등 관련 정보기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
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 공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의 제조, 반
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국경경비와 재난대비, 화생방 대비, 세관 관리 및 이민업무 등도 수행한다(국가정보
포럼, 2006: 190).
특히, 미국 내 테러리스트의 공격예방 및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능력 강화, 테러 발생 시 피해의 최소
화 및 재건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에 따라 테러예방 및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부처 간 조정, 테러정보수집,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호용,
2009: 240).

나. 영국의 국내정보 조직 및 활동 범주
영국의 정보조직 역시 국외정보기구와 국내정보기구, 그리고 군 정보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국외
정보기구로서 비밀정보부(SIS : Secret Intelligence Service)와 국내정보기구로서 보안부(SS : Security Service), 그
리고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를

담당하는

정부통신본부(GCHQ

: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와 군 정보조직으로서 국방정보본부(DIS : Defense Intelligence Staff)로 조직되어 있다.
비밀정보부와

정부통신본부는

총리(Prime

Minister)

아래

외무부(Foreign

and

Commonwealth

Secretary) 소속 하에 있고, 보안부는 내무부(Home Secretary)에,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Defense Secretary)에 소
속되어 있다(Jackson, 2009: 129; Burch, 2007: 6). 법률적으로는 보안부법에 의해 보안부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9) 여기서는 대표적인 정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는 경찰청 정보국 형태로 국내정보활동을
수행했던 프랑스의 정보조직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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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규칙이나 임무, 기능이 규정되어 있고, 정보기관법 제정으로 의회의 '정보 및 안보 위원회(ISC :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를 통해 비밀정보부(SIS)나 정부통신본부(GCHQ), 그리고 보안부(SS)의 예산과 행정, 정
책을 감독한다.
영국의 국내정보 전담조직으로서 보안부(SS, MI5)는 테러리즘이나 방첩(counterintelligence), 대량살상무
기 확산,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한다.(Burch, 2007: 6)
영국의 보안부의 특징은 국외정보를 담당하는 비밀정보부를 포함하여 런던경찰청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특수활동국(Provincial Special Branches) 등 영국 내 56개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2003년에 보안부 감독 하에 설립된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 : Joint Terrorism
Analysis Center)에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파견된 분석관들을 함께 근무토록 함으로써 정보기관 간의 장벽을 깨고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Burch, 2007, p.6).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에는 보안부를 비롯하
여 경찰, 그리고 비밀정보부를 비롯한 11개 정부부처로부터 파견된 분석관이 보안부장 책임 하에 국가수준
(national level)의 국내외 테러위협에 대한 정보분석 역할을 수행하여 테러리즘의 경향과 조직,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

다.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 및 활동
프랑스의 정보기구는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내무부 아래 국내안보총국(DGSI :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의 대외안보총국(DGSE), 그리고 군사정보부(DRM)와 국
방보안부(DPSD)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안보총국(DGSE)은 1982년 설립되었는데 전략국, 첩보국, 공작국, 기술
국, 행정국 등으로 조직되어 있고,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내안보총국(DGSI)은 정보활동국과 기술국, 일반 행정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0)
국내안보총국(DGSI)은 2008년에 설립되었던 국내중앙정보국(DCRI : 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이 폐지되면서 2014년 5월 2일 신설되었는데, 기존 국내중앙정보국(DCRI)의 업무를 승계하여 주로 대스파
이,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경제주권 수호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한 정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내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안보총국(DGSI)은 기존 국내중앙정보국(DCRI)이 2008년 7월 1일자로
경찰청 소속의 일반정보국(DCRG : Direction Centrale des Renseignements Généraux)과 국토감시국(DST :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을 통합하여 경찰청 아래 신설되었다가 2010년 국내중앙정보국이 사르
코지 대통령에 관한 악성루머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을 계기로 개인의 사생활침해 문제 및 정치적 문제 등으로
비화되면서 2014년 4월 30일 데크레(Le décret du 30 avril 2014)를 통해 2014년 5월 2일 경찰청 소속에서 내무
부 소속으로 이전, 재편되었다.11)
국내안전총국(DGSI)의 전신인 국내중앙정보국(DCRI)은 우리나라의 경찰청 정보국과 매우 유사하여 경
찰청 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12) 대테러국(Terrorism), 대스파이국(Counter-Espionnage), 폭력 및 파괴행위 전담
국(Violent

Subversion),

경제보호국(Economic

Protection),

기술국(Intelligence

(International Affairs), 행정국(General Administra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0) http://www.lemonde.fr/societe/article/2014/05/12/la-dcri-se-transforme-en-dgsi_4415032_3224.html
11) http://www.interieur.gouv.fr/Actualites/L-actu-du-Ministere/Reforme-du-renseignement-interieur
12) www.police-nationale.interieur.gouv.fr/Organisation/Direction-Centrale-du-Renseignement-Inter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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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정보활동의 법률 근거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로 법률 근거에 대한 논의가 있다. 경찰정보활
동과 관련하여 법률 규정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치안정보’ 용어의 불명확성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동법 상의 ‘직무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
정권 침해를 위한 정보수집 등의 권한 행사가 가능한 지에 대한 해석 등으로 볼 수 있다.13) 이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을 중심으로 2019. 3. 1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현재는 국회 임기만료
로 폐기된 상태이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치안정보’ 용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보의 수집을 위한 ‘권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정보활동
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법규명령성
여부 논란도 해소하고 있다.14)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치안정보’ 용어에 있어서 ‘치안정보’라는 단
어에 대해 법률 내에서 명확히 범주를 규정해 두고 있지 않아 정보수집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
성(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감안할 때 경찰정보활동의 영역 또는 대상에 대한 명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먼저 ‘치안’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
항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의 사무로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라고 규정하여
경찰정보활동 영역에 있어서 수집․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치안정보’를 구체적으로 예시․열거함으로써 ‘경찰정보’
활동의 영역이나 범위와 다르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15) 이는 경찰법상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나 사전적 의미인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전’16)하는 경찰의 활동으로 보아 해석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치안’이라는 용어와 ‘경찰’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혼용된 경우를 찾을 수 있는
데, 예컨대 사료에 의하면 일본이 당시 조선의 식민통치를 위해 설치한 한국주답사령부(韓國駐剳司令部) 아래 한
국주답헌병대(韓國駐剳憲兵隊)가 1905년 1월 ‘경성 및 그 부근에서의 치안에 관한 경찰은 한국경찰을 대신하여
일본군이 담임한다.’고 포고하거나 ‘일본군의 행동 방해와 집회 결사 및 신문․잡지․광고 그 외의 수단으로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해 사형 등을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군령을 발표하면서 사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
한 ‘군사경찰 시행에 관한 내훈’에서 ‘치안에 관련되는 경찰사항에 관해 한국 군대의 사용 및 경찰권의 집행을 허
락하여야 한다.’고도 하면서 ‘치안’이라는 용어도 동시에 사용하였다(김성수 등, 2010: 178-179).
다만, 소병훈 의원 안에서처럼 ‘치안정보’를 대체하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정함으로써 경찰정보활동의 범주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신뢰 회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임무’ 또는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권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정보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아 국가정보원 역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
항 ‘직무의 범위’에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근거로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구 국군기무사령부령이나 현
행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도 직무의 범위에 ‘정보 수집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직무(임무) 규정과 별도로 명확한 권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
13)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법규명령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4) 이에 대해서는 문경환 등, 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2 참조
15) 이와 관련하여 ‘치안정보’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없다 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하겠다.
16) krdic.naver.com(네이버 국어사전), 2012. 4. 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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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독일과 우리나라의 입법구조상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하겠다. 즉, 비교적 오랜 경찰
법 연혁을 가진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경찰법 역사로 인해 아직까지 철저하게 직무 규정과 권한 규
정으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류지태․박종수, 2010: 949-951) 이는 독일 역시 프로이센 경찰법 당시에는 우
리의 경우처럼 직무 범위를 통해 경찰권발동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나 프랑스, 일본의 경우 또한 현재까지 직무 규
정과 권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해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러한 해석은 힘을 얻을 수 있다.
과거 독일 프로이센법이나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 현재도 직무 규정과 권한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
고 직무 규정을 통해 경찰권 발동을 하고 있으나 경찰의 정보활동에 있어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경찰정보활동이 정보활동 대상에 대해 강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임의활동이긴 하
지만 ‘정보수집’ 과정에 있어서 정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침해17)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4) 소결 및 제언
가. 경찰정보조직 및 활동의 개혁 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같은 형태의 국내정보 전담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국내안전총국
(DGSI)의

전신인

국내중앙정보국(DCRI)

또는

그

이전의

일반정보국(DCRG,

Direction

Centrale

des

Renseignements Generaux) 모델과 유사하게 경찰청 정보국에서 대부분의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보
안정보18)활동 가운데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만 국가정보원에
서 맡도록 국정원법(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19)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대테러 및 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활동 외에 국내 치안질서와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와 정책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듯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국내정보기구의

활동

영역은

대체적으로

방첩

(Counter-intelligence)과 대테러활동(Counter-terrorism), 그리고 조직범죄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의 활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특히 방첩과 대테러활동이 국내 정보기구의 역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조직체계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았듯 영국은 내무부 소속의 독립된 국내
정보 전담기구로서 보안부(SS)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 반해, 미국은 독립적인 국내정보 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연방
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DHS) 내에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즉 연방수사국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처 아래
에 대테러과와 방첩과, 정보과, 대량살상무기과를 두고 있고, 국토안보부에는 정보분석국을 두어 이러한 역할을 수
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존 경찰청 소속의 국내중앙정보국(DCRI)을 최근 내무부로 이전하
여 국내일반안전국(DGSI)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기존의 국내중앙정보국과 같이 대테러, 방첩을 비롯하
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조직범죄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들 나라와 달리 대테러, 방첩, 국제범죄조직을 비롯하여 대정부전복이나 대공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도록 국가정보원법에 규정해 두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정보원이 국외정
17) 경찰의 정보수집활동과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김연태,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0, 17-35;
66이하 참조
18) 정책정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안정보 또는 방첩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국내보안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19) 국가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범죄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으므
로 여기에서는 범죄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범죄정보활동은 제외하기로 한다(문경환․이창무, 2014: 13 이
하 참조). 또한, 통일부나 외교부에서도 일부 정보활동을 수행하나 여기서는 국가정보원법이나 경찰청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에
규정된 국가정보활동 수행기관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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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활동과 동시에 대표적인 국내보안정보활동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와 방첩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 경찰청 정보국에서 맡고 있는 치안정보의 범주에 대테러나 방첩 관련 정보활동도 포
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찰청 정보국 역시 이러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국내보안정보 및 정책정보를 담당하게 될 정보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 나갈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영국의 보안부나 미국의 FBI, DHS, 프랑스의 DGSI 및 DCRI의 역사적 탄생 배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국내 정보기구를 새롭게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형태대로 지속할 지의 문제는 매우 어려
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적 배경이나 국가 및 사회적 상황, 국민들의 인식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복
잡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정보조직에 대해 과거
일부 정보의 정치화 사례들로 인해 국가정보활동을 비롯하여 경찰의 정보활동과 군 정보활동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인해 개혁의 요구20)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정보 역량의 강화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청 신설 주장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제출한 국가정보청 설치
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해 우려되는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분권
화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정보청을 신설, 정보경찰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청의 직무
로는 ‘1.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3.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4. 국내정보 업무의 기획․조정’을 규
정하고 있고, 정치관여 금지 조항과 비밀누설 금지 의무, 그리고 직무수행의 원칙으로 적법절차 준수 의무와 정치
적 중립성․공정성을 통한 국민의 권리․자유 보호 및 목적 범위 내 최소한의 정보 수집 의무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정보청의 직무에는 정보활동을 위한 ‘권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정책정보’ 업무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활동과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국정원이
담당하여 왔던 국내보안정보 업무 부분을 그대로 국가정보청 업무에 이관시키고, 논란이 되어 왔던 ‘정책정보’ 부
분 역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권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만큼 더 이상 추가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책정보’활동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치 않을 것이다. 다만, 현재 경찰청 정보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활동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수행 ‘조직’에 대한 논의일 텐데, 그동안 정보국에서 수행해 왔던 분석 역량이나 기법, 프로세스 등의 노하우를 그
대로 전수한다는 전제 하에 정보국 외에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는 분석 기구를 마련하는 데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다양한 테러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면, 향후 무엇보다 중요하
다 할 수 있는 정보공유에 있어서 적어도 대테러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박한 실정이다. 전국적인 그물망을 통해 테러 및 방첩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이
렇게 수집된 첩보를 유기적으로 분석,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
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동시에 이렇게 대테러 및 방첩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숙원의 과제라
하겠다.

20)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보안정보활동과 대공수사 업무를 직무범위에서 제외하고 기관의 명칭도 대외안보정보
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한지훈, “국정원 이름 18년 만에 바뀐다....‘대외안보정보원’ 개명 추진(종합)”, 연합뉴스,
2017. 11. 29) 구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관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칭하고 법령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으로 개정, 2018.
9. 1.자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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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컨대, 우선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의 과거 일반정보국(DCRG)이나 국내중앙정보국(DCRI)처럼 현재 국내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청 정보국으로 하여금 현재 수행 중인 국내보안정보활동, 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테러정보 등과 관련하여서는 영국 보안부 내 합동테러리즘분석센터(JTAC)나 미
국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 및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대테러 및 방첩활동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협의 및 실행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
국 보안부와 같이 경찰은 물론 국외정보를 전담하는 국외정보기구를 비롯하여 방첩활동 및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유관 기구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석관 파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반드시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비단 정보경찰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정보활동 전반에 걸쳐 공통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구 국군기무사, 그리고 정보경찰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과거 ‘정치화’ 현상으로 인해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
록 지속적으로 정보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업무의 속성상 합법적인 활동 외에 합목
적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의 안보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찾아오게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률의 한계 내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부 윤리기준을 교육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경찰정보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역량ㆍ전문성 강화
경찰정보의 개혁과 관련하여 조직이나 활동범주에 대한 논의만큼 중요한 논제가 경찰정보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정보관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일 것이다.
우선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
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정보경찰 스스로의 뼈아픈 자기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비밀공작이
나 대스파이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달리 정보경찰의 활동은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미행이나
감시와 같은 비밀스러운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경찰의 활동에 대해 여전히 ‘비밀스
러운’ 활동으로만 인식하는 데에는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비공개’ 경향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공개의 필요성
을 인식하지 못하여 비공개로 운영되어 오던 정보경찰활동에 대해 ‘목적’이나 ‘임무’,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물론
활동과 관련해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분석을 통한 국가정책실패의 최소
화는 물론 대규모 집회․시위 등 다양한 공공갈등으로 인한 국가경제력 손실 예방을 위한 정보경찰의 노력을 적극
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다음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경찰이 되기 위한 ‘발전적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 효율
도 제고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가 절박하다. 국민신뢰 실추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 등으로 인해 경찰정보관
들의 사기저하나 이로 인한 정보업무 기피 등으로 정보관들의 전문 역량 약화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
다. 그런 이유로 내부적으로는 정보관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정보관들에게 필요한 역량 지표 개발을 시작으로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나 학습프로그램의 체
계화, 수준별․과정별 교육 및 학습과정의 차별화, 교수인력의 전문성 증대 등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실현해 내야 할
과제이다. 정보활동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첩보수집기법을 비롯하여 공공갈등 조정이나 분석에 필요한 전
문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서부터 교수기법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도제식 교육방법을 넘어 정보관리자와
실무자, 그리고 정보업무를 희망하는 예비 정보관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합법적인 활동 범
주 안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정보관으로 활동함으로써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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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이상으로 경찰정보조직 및 활동 개혁과 관련하여 주요 논의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70여 년 동안 줄
곧 논의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시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시행이 되더라도 국가경찰과의
인력 배분이 어느 정도가 될 지, 사무관할은 어떻게 구분이 될 지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향
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응하여 경찰의 정보조직체계와 활동 방향 등에 논의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할 수도 있겠
지만, 과거 일부 정보활동의 정치화로 인해 국가정보활동 전반에 걸쳐 개혁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경찰정보활동
에 대해서도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조직체계와 활동영역 등에 구체적인 권고안이 전달되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정보경찰활동의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타 국가들과 달리 국내정보 전담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활동과 다양한 정책결정, 특히 치안정책과 관련된 분석된 정
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당위적․현실적 필요성은 충분하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
경찰 사무가 분리될 경우 수사 기능과 함께 국가경찰 사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기능으로서 경비 기능
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 등 중요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청 신설을 주장하는 법안에서 제안하
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분권적 차원에서 향후 경찰의 정보활동 범주에서 ‘정책정보’ 역할을 제외한다손 치더
라도 당위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역할은 반드시 별도의 국내정보업무 수행 기구에서라도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역할 수행의 공백으로 인한 실패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구의 위상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 협조 및 정보 공유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청 또는 정보본부는 타 국가 사
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실질적인 정보
공유체계도 함께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경찰활동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개정 경직법안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하고 직무 규정 외에 별도의 권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덧붙여 시행
령에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동의한다.
제안컨대 이러한 노력들에 더해 진정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보경찰의 발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길 기대한다. 예컨대 정보경찰의 역량지표 마련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학습체계
구축, 그리고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통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이 반드시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
록 정보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이나 신뢰 회복을 통해 보다 효율성 높고 국민의 자유나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조직 체계 구축이 앞당겨져 국가와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국가안보나 질서유
지에 있어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안보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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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Ⅰ. 서론

일반적으로 정보란 “특정한 조직이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산한 체계
화된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이 기업경영 전략을 위해 기업차원에서 수집한 첩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생산한 정보를 기업정보라고 할 수 있고, 국가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석
하여 생산한 정보를 군사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군사정보는 적군 및 외국군의 군부동향, 군사적인 능력
과 강약점, 의도 등에 관한 정보로써 군사정책 수립이나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해 활용하며, 정보 운용
수준에 따라 전략정보, 작전술정보, 전술정보로 구분된다.1) 전략정보는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군사정책과 군사
기획을 수립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로써 타국으로부터 전략적인 기습을 방지하고 자국의 군사외교정책 수립과 전략
을 기획하는데 사용되며, 주로 국가 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인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에서 사용된다. 작전술 정보
는 전구 또는 작전지역 내에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작전이나 전역(戰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써
적의 군사능력과 의도에 중점을 두며, 주로 합참과 작전사 등에서 사용된다. 전술정보란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에
서 지휘관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적, 지형 및 기상, 기타 작전과 관련된 민간요소에

1)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대전: 육군본부, 2012),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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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이다.2) 즉 군사정보는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 국가정보의 하위개념으로서 전략정
보는 국가안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며, 작전술정보와 전술정보는 작전이나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라
고 할 수 있다.
군사정보의 기능은 군 통수권자 또는 군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략정보
는 전쟁계획 수립과 수행, 군사력 건설 등을 포함하는 군사정책 수립 지원, 조기경보를 통한 전략적 기습 방지 등
의 기능을 수행하며, 작전술정보나 전술정보는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적의 기만활동 식별을 통한 기습 방
지, 우군의 기만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군사정보에 대한 보안이 유지
되었을 때만 성공적인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전쟁계획의 누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며, 군
사력 건설과 무기체계 등에 관한 정보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한 무기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정보 누설은 군사정보 수집 출처의 노출로 이어져 첩보 출처가 차단될 수도 있다. 첩보출
처 차단은 결국 군사정책 수립 지원이나 기습방지, 작전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보
도 국가정보와 같이 비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기밀보호법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보의 비밀성은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첩보의 수집 수단은 물론 수집과정부터 첩보수집 내용, 첩보
를 가공하여 생산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첫째, 첩보의 수집수단과 과정에 대한 비밀성이다. 정보는 전(全)출처의
첩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목적에 맞게 가공한 산물이다. 첩보의 출처는 첩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며, 첩보의
출처가 확실하게 보호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첩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첩보의 수집수단과
수집수단을 활용하는 과정 등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첩보내용에 대한 비밀성이다. 첩보 내
용이 누설되면 출처가 차단되어 첩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
성이다. 군사정보는 국가안보와 군사작전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적국 또는 외국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다.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순간 상대국은 대응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 정보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며, 오히려 아국
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기체계와 관련된 정보누설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무기체계
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으며, 타 과학기술발전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보의 누설은 첩보 출처의 노
출 위험을 가중시키며, 실제 정보누설의 경우 첩보출처 누설이 병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결국 첩
보의 출처가 차단됨으로써 다시 첩보출처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보는 대부분 군사기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누설되거나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개인이 업무상 지
득한 중요한 군사정보를 외국, 또는 경쟁국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고, 언론이나 국회의원을 통해 군사정보가 공
개되기도 한다. 군사정보가 누설되거나 공개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하며, 관련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또한 첩보의 출처가 노출되어 첩보원이 차단되어 첩보수집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
부분 군사기밀로 관리되고 있는 군사정보가 누설되거나 공개되었을 경우 이미 그 정보는 기밀로서의 가치를 상실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원인과 누설의 문제점을 군사정보의 기능 차원에서 분석하고,
누설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실정법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이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요구 증가에 따라서 개정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도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군사정보의 누설은 결국
개인의 과실에서 비롯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언론과 국회를 통해 공
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정보 보호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군사정
보가 누설되는 원인을 개인과 언론,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군사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문제
점을 분석한 다음 군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양우천, 『전쟁과 정보활동』(서울: 합동참모본부, 2019),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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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군사정보’를 입력하면 9,717건의 학위논문과 1,607건의 학술논문이 탑재
되어 있으며, ‘군사정보 누설’을 입력하면 21건의 학위논문과 7건의 학술논문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문들
은 주로 국가정보 차원에서 수집수단이나 조직의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법령의 검토와 관련된 논문이 대부분이다.
우선 이근옥은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 말까지 정보공개 피청구기관의 ‘국가기밀’ 관
련 정보공개 거부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정보공개 거부사례의 특성과 정보공개 거부 이유 등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 제한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개선점으로 “정부 예
산 집행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더 완화된 심사” “재외 공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행정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과 같은 후속조치 마련” “매체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성에 걸
맞는 정보공개처분 기준의 유연한 대처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3)
김태호는 국가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제와 정보공개법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정보공
개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형량의 정당성
확보, 부정의를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많은 정보공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 구
축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제의 몇 가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거부취소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예방적 부작위 소송 도입”과 정보공개 방법을 판례를 기초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정보를 얻기에 편리
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4)
김성배는 정보공개법과 국가안전보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보다 제4조 제3
항5)의 국가안전보장이 더 강화된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강도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밀 보호와
관련된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등을 해석하고, 정
보공개법 제9조1항 후단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에 대하여 재량설과 비공개 재량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4조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가 아닌 국가기
밀과 비밀은 제9조 제1항의 재량적 공개가능성이 문제되나 이때는 일률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로 검토해야 하며, 사안별 검토에서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도 적정한 절차와 이익형량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과 공개결정권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하기에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해석”6)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호정은 국가기밀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외국에 대하여 비닉할 것을 요하는 국방상 또는 외교상의
정보 등으로서 그것이 권한 없이 공개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비밀의
요건으로써 비공지성, 필요성, 허용성, 진정성 등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실정법인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밀에 대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그 공개 및 비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주로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7)
배정근은 지난 10년 간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알 권리 실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3) 이근옥, “정보공개법상 국가기밀을 이유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한국언론정보학회보』, 제98호(2019), pp. 128-150.
4) 김태호, “국가비밀과 정보공개,” 『행정법연구』, 제 8호(2002), pp. 319-354.
5) 정보공개법 제4조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김성배, “정보공개제도와 국가비밀 보호의 문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4집(2010.10.), pp. 87-114.
7) 김호정, “국가기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2016), pp.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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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법원 판례를 심층분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보공개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가기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경
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8)
심재정은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의회가 국가기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부와의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기밀도 적절히
보호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국가기밀의 개념,
대의정치 주체의 접근 및 공개 범위와 한계 등을 분석하였다.9)
홍승희는 가상공간에서 국가기밀에 해당되었던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현실에서 기밀의 요건인
실질비성, 필요성, 비공지성 등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형사법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였다.10)
한편, 군사기밀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배기형은 군사기빌보호법의 정비 방안을 안
준형과 손태규 등은 군과 언론과의 관계에서 군사정보 공개 문제를 다루고 있아. 우선, 배기형은 법령 및 판례상
군사기밀의 개념을 정의하고 1992년에 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입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으로 위임근거
명확화, 행정벌의 규정 형식 정비, 가중처벌 규정 정비 등을 제시하였으며, 군사기밀보호법 개별규정 정비방안으로
군사기밀 분류체계 명확화, 군사기밀 탐지·수집죄와 누설죄의 체계화, 교사범 가중처벌, 방위산업체 등 법인·기관에
대한 처벌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11)
안준형은 언론자유 정착 이후 군사기밀 누설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동안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던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성
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사전적 보도규제의 핵심이 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의미를 구체
화 하였으며,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엠바고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합의로서 사
법(私法)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지 않고, 공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보도규제에 있어서 행정법의 역
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12)
손태규는 “언론과 군대는 서로 반대되는 특성과 입장을 가진 기관들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협조하
지 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나 군대의 관료주의는 오직 호의적 보도만을 얻기 위해 비밀을 고수하고 정보공
개를 제한하고 언론의 접근을 차단해 왔으며,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방공보규정 등의 장치를 통해 언론자유를 제
한해 왔다.”고 전제하고 국방공보규정의 법률적 문제점과 군사기밀보호법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
제점을 분석했다.1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국가기밀 보호와 언론자유 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
가 있어왔다. 그러나 주로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한 연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군사기밀인 군사정보가 누설되거나 공개되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연구가 미
진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사정보라는 군사기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수반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8) 배정근,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 권리 실현의 한계,”『한국언론학보』, 53(1)(2009), pp. 369-381.
9) 심재정, “한국 의회정치에서 국가기밀 적용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 64호(2012, pp. 237-257.
10) 홍승희,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기밀과 형사법적 보호방안,” 『원광법학』, 제31권 3호(2015), pp. 1-28.
11) 배기형,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8), PP. 5-101.
12) 안준형, “國防關聯 報道의 法的規制와 그 限界에 대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pp. 77-119.
13) 손태규, “군사정보의 공개 및 보도 제한의 적법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2007), PP. 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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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정보의 역할과 기능
군사정보는 작전계획 수립과 시행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보생산 및 사용 제대에 따라 전략정보와 작
전술정보 내지는 전술정보로 구분한다. 군사정보로서 전략정보는 국가정보와 상당 부분 중복되며, 주로 정치, 경
제, 사회, 군사, 수송·통신, 과학기술, 군사지리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며, 작전술 정보나 전술정보는 적, 지형,
기상, 작전과 관계된 민간요소 등을 주로 포함한다. 전략정보는 전략적 기습을 방지하거나 군사력 건설, 국방정책,
전쟁계획 등에 필요한 정보이고, 작전술정보나 전술정보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군사정보는 대부분 군사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누설되거나 공개되어 국가안
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군사기밀의 누설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인간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언론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기밀정보가 누설되거나 공개되었을 경우 국가 정책
의 혼선이나 외교상, 또는 국가안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무기체계 관련 정보의 경우에는 국
가의 과학기술 발전이나 군사력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군사정보가 세상에 알
려짐으로써 이해 당사자나 상대국이 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군사정보가 그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
거나 군사력 건설계획에 의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새로 개발된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누설이나
공개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군사정보 누설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 요구 증가에 따른 언론의 자유
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측면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 군사정보가 누설되거나 공개되
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군사정보의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군사정보의 역할은 군사전략적 측면과 전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전략정보는 국가정보와 같
이 “국가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위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시킴으로써 국가정책결정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
하는 것”14)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전술정보나 전술정보는 지휘결심의 안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정보나
전술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정보는 적의 도발이나 침략에 대한 조기경보, 국방정책과 군사정책의 수립
및 성공적 시행 지원, 군사작전 계획의 수립과 승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군사정보의 기능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적에게 누설되지 않고 보호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군사정보의 보호, 즉 비
밀 유지는 일체의 첩보수집 활동과 첩보출처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기경보 기능과 국방정책이나 군
사정책을 수립하고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는데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첩보활동이나 첩보 출처가 노출될 경우
첩보수집 자체가 차단될 수 있고 결국 첩보 부재로 정보생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조기경보를 할 수 없게 되고, 상
대국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갈등 발생 시 대응책 마련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작전과 관련된 정
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적은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고, 아군의 패전으로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보 누설의 문제점을 누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군사정보의 세 가
지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군사정보 누설이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다.

14) 서정순, “위기상황과 국가정보의 상관관계 연구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중심으로-,”『국가정보연구』, 제12권 제1호(2019),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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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군사정보 누설 또는 공개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대부분의 군사정보는 국가기밀로써 국가기밀의 합목적적 비밀성은 인정되고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형법, 군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을 통하여 국가기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보안사고나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에 의해 군사정보가 누설되거나 공개되는 사고는 대체로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또는 개인의 업무상 과실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한 사고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정보누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4년 7월 경 2급 비밀인 차기호위함
(FFX) 전력 추진 사업을 비롯해 소형 무장헬기 및 항공기 관련 항재밍(anti jamming)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정
보통신 주파수, 유도탄 등 군의 ROC(요구성능) 관련 기술, 잠수함 성능 개발 및 해상감시 레이더 관련 기술 등
육·해·공군 기술이 다양하게 포함된 2·3급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것이 검찰과 군의 합동수
사로 밝혀진 바 있으며,”15) 2018년에는 국군정보사령부에 근무하는 요원이 2013년부터 수년에 걸쳐 해외에서 활
동 중인 정보요원 명단 등 민감한 군사정보 100여건을 지인에게 돈을 받고 넘겼고, 정보를 받은 지인은 2개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2018년 구속된 바 있다.16) 이에 따라 정보사령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명단이 누설됨으로써 대
상자들을 급거 귀국시켰으며, 이후 첩보 출처가 차단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을 들여 양성한
정보요원들이 향후 그들의 능력을 과거와 같이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4월에는 군의 국산 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이 지난 수년간 “1인당 수 만∼수십만 건씩 무기 관련 기술·정보를
허가 없이 빼내간 정황이 포착돼 군과 국가정보원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된
이후 50년 동안 우리 군의 미사일과 최첨단 전자기기는 물론 군용기와 전차 등 군사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계 군수업체 S사로부터 1년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3급
군사기밀 2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1억4000만원을 받고 S사에 넘긴 혐의로 예비역 장성 등 4명이 구속
기소된 사례”18)도 있으며, “공군의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 일명 '보라매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스웨덴
무기회사 '사브'사에 향후 전투기 구입 계획 등에 관한 군사기밀을 넘겨주고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예
비역 공군 장성이 구속 기소”19)된 사례도 있다.
개인적 원인에 의한 군사정보 누설의 또 다른 원인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지인에게 정보를 누설함
으로써 발생한다. 예로 현역 장성이 2005년부터 2007년 간 북한과의 전면전(全面戰) 상황에 대비한 한미연합사령
부의 '작전계획 5027' 핵심 내용을 북한 공작원들에게 넘긴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북한 공작원에게 넘어간 비밀
에는 전시(戰時)에 ○군단과 ○사단 병력 투입 규모와 부대배치 상황, 진격경로 등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핵심 기
밀들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한·미 연합군이 함께 적을
격퇴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작전을 단계별로 정해 놓은 계획이다. 방어에서 반격, 수복 작전에 이르기
까지 6단계로 되어 있고 1974년 처음 작성됐다. 현 작계 5027에는 미군이 전쟁 발발 90일 안에 병력 69만 명과

15)
16)
17)
18)
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6/2014071600256.html(검색일: 2020.3.16.)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604010001663(검색일: 2020.6.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7/2020042700085.html(검색일: 2020.3.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1/2009120100716.html(검색일: 2020.3.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5/2009101500036.html(검색일: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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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 등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 '작
전계획 5027'은 단순히 국방과 관련된 부문정보가 아니라 군사정보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매우 중
요한 국가정보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이후 '작전계
획 5027'은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과실에 의해 중요한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16년 지방
자치단체에서 암호장비를 분실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암호장비는 정보통신망 접속 시 해킹 방지를 위해 운용하는
장비로 암호모듈과 프로그램 C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비가 있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역으로
이 장비가 있으면 누구든지 비교적 용이하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실된 장비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암호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암호장비는 단순한 비밀이 아
니라 국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만일 이
장비가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다면 “비상사태 시 동원할 수 있는 구호물자나 의료품, 차량, 인적자원 등 최고 1급
에서 2∼3급에 이르는 국가 기밀이 고스란히 적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21)

(2) 언론에 의한 군사정보 공개
언론에 의해 정보가 공개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
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일 것이고, 둘째는 언론사 간 또는 기자들 간 특종 경쟁일 것이다. 그
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언론에 의한 정보공개는 군사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과실임은 분명하다. 군사정
보는 대부분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관련 없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
로 언론에서 군사기밀 내지는 군사정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할 때는 통상 ○○부 관계자에 따르면, 또는 ○에 정
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전제 하에 게재한다.
물론 언론은 민주주의 3권 분립 제도의 제4부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가 언론기관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보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
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이는 곧 표
현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신문진흥법」과 「방송법」 등 별도
의 특별법을 두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22)는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 정보원에 대하여 자
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방송법」제4조23)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24)는 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25)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5/2010060500108.html(검색일: 2020.3.16.)
21) https://www.ytn.co.kr/_ln/0101_201610140513055574(검색일: 2020.3.16.)
22)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③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3)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24)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5)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84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하계학술회의

의 법체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을 포함한 공익성을 언
론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독자)의 알 권리와 언론기관 간의 경쟁을 더
욱 중요시함으로써 특종경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일예로 1994년 3월 24일 ‘청천강까지 진격…북 정권 궤멸’이라는 제하에 우리의 작전계획이 적나라하게
보도된 경우가 있었으며,26) 특히 2018년 3월의 “국방부, 新작전계획 마련… 기존 '작계 5015'보다 공세적, ‘평양
집중된 지휘부 초기 궤멸’” 제하의 조선일보 보도는 대한민국의 전략계획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다. 현 작전계
획의 문제점과 북한군의 초기 공격양상과 능력,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도 역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전제 하에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나라하
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군은 북한과의 전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시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계획
대로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한다고 해도 우리 수도권 지역 등은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상당 기간 노출된다는 약점
이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는 약 340여 문으로, 시간당 최대 1만5000여 발 포탄
을 퍼부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신작전수행개념은 작계 5015보다 공세적이다. 개전 초기 북한 핵·미사일뿐만 아
니라 장사정포까지 정밀 타격하고 수 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해병대 등으로 평양을 점령해 북한의 전쟁 의
지를 조기에 꺾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수작전'으로 알려진 우리 군의 '대량응징보복체계(KMPR)'가 김정은을
주요 목표물로 했다면, 신작전수행개념에는 김정은 뿐 아니라 평양 등에 집중된 북한 군 지휘부 전체를 궤멸시키
는 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기존 전력 외에 평양 포격을 위한 별도의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
고 화력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화력여단에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과 다연장로켓 천무2 등이 배
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KTSSM은 사거리 150㎞로 정확도(오차 범위)가 2m다. 갱도 내에 있는 장사정포 공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기존 미사일여단 강화를 위해서는 사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수십m 아래 지하
벙커 공격이 가능한 현무4 등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27)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 수호와 직결되는 군사정보를 통째로 공개했다고 볼 수 있다. 기
존 한미 연합작계인 5015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전 초기 적의 주요 무기 타격계획을 포함하여 작전수행 개념
과 부대 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부대의 창설과 타격수단의 종류와 성능까지 상
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5015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국가기밀의 중요한 요건인 비공지성이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누구든 ‘작계 5015’를 공론화 시키고 차츰 공개의 수위를 넓혀갈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에 의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된 근본적 책임은 국방부 당국에 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한 언론기관이 얻고
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중요한 군사정보임을 알면서도 단지 특종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언론에 있어서는 취재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개
념이라 할 수 있으며, 보도의 자유는 “선동적 기사·사실보도·오락보도·사진보도·공고논평 등 모든 것에 미친다.”28)
는 내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3조에
규정된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
용에 대하여 불법적 접근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정보획득도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26) 중앙일보, 1994.3.24일자 4면.
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9/2018031900206.html(검색일: 2020.3.16.)
28) 김철수, 「헌법학 개론」(서울 : 박영사, 2006), p.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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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에서의 군사정보 공개
국방부에서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할 때 기밀의 경우 대면보고를 하고 기밀자료는 다시 회
수해 온다. 물론 보고에 앞서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군사정보가 누설되거나 공
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회에서의 군사정보 공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이
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개회의
에서 발언이나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기밀정보에 관한 내용을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공개하기도 하며,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정부에 국가기밀을 포함한 국가 정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 사항을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헌법 제
61조와 제62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62조 제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
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9) 즉 국회의원은 사안이 국가기밀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정보 여부를 불문
하고 궁금하거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부에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은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
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1항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
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30)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 시에 국가기밀 여부를 불문하고 피감기관
에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의회조사권 행사에 의하여
집행부에 문서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해당 장관이 요구대상문서의 내용이 특히 비밀을 요하며 만약 공표된다면
중대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문서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재량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증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신임결의권을
갖는 의원은 사실상 모든 공문서의 제출의무를 정부에 부과할 수 있다.”31)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는 국회의원의
29)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30) 제4조(조사위원회) ④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31) 전원배, 「의회조사권에 관한 연구」(서울 :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1997),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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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서면 질문 및 정부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8조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32)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정부위원이 출석해서 답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수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률」이다. 동법 제2조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
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33)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은 “국회로부
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
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
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
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
다.”34)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정보수집권을 보장하면서도 행정부의 거부권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의 거부권은 국무총리가 성명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국가기밀을 비롯
한 모든 정보의 수집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기밀내용은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간 국가기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행정 부처는 자체 규정에 의해 대면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례에도 불구하고 대면보고를 받은 국회의원은 국가기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다는 명분으로 공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 국회의원의 윤리규정과
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기밀정보 누설은 국가정책이나 국가안보상 위해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2004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의원들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정부 비상계획’과 ‘북한 남침 시 16일 만
32)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33)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34)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
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
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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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 등을 공개했다. 정부는 “(정부의) 보도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 비
밀사항을 누설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 한다”며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최근에 발생한 상황
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두건의 기밀은 중요한 기밀정보임을 부인할 수 없다.
2009년 6월 2일에는 당시 여당의 김 모 의원이 중요한 군사정보를 기자들에게 누설하는 사건이 발생했
다. 합참 군사지휘본부를 방문한 국방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깃대령에서 중거리미사
일 수발의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이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 준비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군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민감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브리핑 자료에 깃대령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2급 군사기밀이니 기록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원은 브리핑 내용을 일부 기자들에게 알려줬고, 깃대령의 추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여과
없이 보도됐다. 이것은 “적에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준 꼴”이 된 것이다.35)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리전을 재개하면서 국방부는 심리전 관련 정보를 국
회 국방위원인 송모 의원에게 보고했고,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대북 심리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각종 일용품 1만여 점을 북한에 살포했으며, 구체적
으로는 치약·칫솔·비누·화장지 등 실용품 14종, 속옷·모자·장갑 등 의류 10종, 소화제·감기약·연고·소독약 등 의약품
8종, 볼펜·연필·지우개 등 학용품 4종, 일회용 밥인 햇반 등 식료품과 라디오 등으로 모두 약 6억 2000만 원어치
다.”는 내용이다.36) 이 내용은 풍선 살포 횟수와 내용물, 1회 투발양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북한은 심리전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수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 감으로써 긴장
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고강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에 의한 군사정보의 누설사례는 다양하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잠
수정 미식별과 해안포 가동 등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은 국회의원이 한 방송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정보가 누설되
는 사례도 있었다.37) 잠수정 미식별과 해안포 가동은 영상과 신호 첩보를 분석한 것으로 이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상첩보수집과 신호첩보 수집에 대비한 방첩대책을 강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적의 해킹에 의한 군사정보 도난
위에서 군사정보 누설의 원인과 사례로 개인과 언론, 국회를 예로 들어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
장 위험한 것은 해킹에 의해 군사정보가 도난당하는 경우일 것이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로 모든 문서작업이 컴퓨
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회의가 진행되고, 컴퓨터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고 공유된다. 보안장
비를 운용하고 방화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해킹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해킹 기술과 보안시스템은 창(해킹기술)
과 방패(보안시스템)의 관계로 창이 예리해지면 더 강한 방패가 등장하고, 이 방패를 뚫기 위한 더 예리한 창이
등장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수 천여 명의 해킹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킹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의해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사례가 2000년대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공격 위협이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새로
작계(작전계획)를 수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합참의장은 이날 ‘작계 5015’ 유출에 대해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상
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계 5015’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작계를 준비 중
인가?”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계속 검토하며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35) http://www.segye.com/newsView/20090605003266(검색일: 2020.5.30.)
3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96(검색일: 2020.3.25.)
37) https://www.ytn.co.kr/_ln/0101_201010061104146373(검색일: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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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의를 계속하며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합참의장은 “기존 작계가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엔
“유효하다”고 답했다. “유출과 동시에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전체 작계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노력을 하며 (기존 작계는)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
당 이철희 의원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작계 5015’와 ‘작계 5027’ 등이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
다.38) 즉 합참의장은 ‘작계 5015’가 유출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작계 5015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미
연합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군사정보이며 국가정보인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군사정보가 해킹에 의해 절취를 당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의해 대한민국 군의 중요한 위치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위성지도 서비스에 “대한민국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된 제11전투비행단 등의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
었으며,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
투비행단의 활주로 및 시설 등 전체의 40%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39)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은 국가 부문정
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중요한 시설의 위치는 적에게 전시 정확한 표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원수 안전의
중요성, 전시 제11전투비행단과 제8전투비행단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위치는 중요한 군사정보임
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Ⅳ. 군사정보 누설의 문제점
(1) 첩보출처의 차단
첩보는 수집수단에 따라 인간첩보, 신호첩보, 영상첩보, 공개첩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호첩보, 영상
첩보 등은 장비와 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것으로 기술첩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인간첩보는 인적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한 첩보로써 정보관이 직접 수집하거나 첩보수집 대상국의 협조자를 통해 수집하기도 하며, 포로나 망명자,
여행자, 귀환자 등으로부터 정보신문을 통해 수집하기도 한다.
신호첩보는 크게 통신첩보와 전자첩보, 계측기호 첩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신첩보는 상대국의 무선통
신에 대한 감청과 방향 탐지 등을 통해 수집된 첩보로 주요 수집대상은 무선전신, 무선전화, 무선 데이타통신 등
이다. 전자첩보는 레이더와 같은 비통신 방사체의 신호를 수집, 분석하여 획득되는 첩보로써 주로 레이더, 항법 보
조장치, 미사일 유도장치, 피아식별장치 등에서 방사되는 신호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통신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비는 지상에 설치하거나 항공기, 무인정찰기, 인공위성 등 다양한 운반수단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영상첩
보는 피사체(첩보대상) 촬영을 통하여 수집된 첩보로 수집수단은 광학 영상감지기, 전자광학 영상감지기, 적외선
영상감지기, 레이더 영상감지기 등 다양하며, 촬영기재는 신호정보 수집장비와 같이 지상에 설치하거나 항공기, 무
인정찰기, 인공위성 등 다양한 운반수단을 활용한다.
이러한 수집수단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수집하는지 등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때 정상적으로 첩보
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첩보출처가 차단되면 첩보수집이 제한되고, 정보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보
를 생산하지 못하면 조기경보 기능이나 국방정책이나 군사정책 수립과 시행 지원이라는 군사정보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먼저 인간첩보는 첩보수집수단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3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6/2017101601877.html(검색일: 2020.3.25.)
3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0/97975328/1(검색일: 2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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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기 때문에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수집목표를 설정하고 협조자를 포섭함으로써 첩보수집 목표
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신호첩보나 영상첩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
다.”40) 반면, 상대국에게 포섭되어 이중간첩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항
상 위험부담이 수반되고, 수집관의 공명심이나 금전적 보상 등의 이유로 인해 첩보가 과장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첩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41) 또한 노출될 경우 역 공작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과 첩보 출
처가 완전히 차단되고 타 정보요원들까지 위험해 질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인간정보는 지
득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내부 협조자 색출이 가능하고 협조자가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또는
언제 전달하기로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첩보는 출처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출처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의 방첩기관에
체포되거나 포섭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되거나 포섭될 경우 첩보가 차단됨은 물론이고 활동 중
인 타 정보요원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담당 방첩 부책임자였던 소련의 KGB 요원인
유르첸코(Vitaliy Yurcehnko)는 어떤 이유인지 전향하여 미국에 협조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이중스파이였던 국가
안보국(NSA) 요원 로날드 펠톤(Ronald Pelton)과 CIA 요원인 에드워드 하워드(Edward Lee Howard)를 검거할
수 있었으며,”42) 이와 유사한 사례로 “소련 KGB의 런던 책임자였던 고르디예프스키(Oleg Gordjeveski)는 소련
공산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중 74년 영국 비밀정보국(MI6)에 포섭돼 조국을 배반하고 이중간첩으로 암약한
인물이다. 영국은 그를 통해 영국에서 활동 중인 소련 간첩 25명을 체포하여 추방한 바 있다.”43)
둘째, 신호첩보는 감청 등 통신첩보와 전자첩보 등으로 인간첩보와는 다르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없으
며, 광범위한 지역을 전천후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정보요원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첩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정보 누설로 첩보 출
처가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신호첩보 출처의 차단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이 어느 지역에 포격도발을 지시하는 내용을 입수하고 이에 대
비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되었을 경우 적은 도발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다른 변경
된 암호체계나 유선통신수단을 통하여 지시할 경우 위기에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첩보
의 출처보호가 중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감청장비가 발달하면서 무선통신수단도 동시에 발달하고 있다. 즉 해커와 보안체계 개발의 싸움과 같이
감청장비와 무선통신수단의 보안체계도 병행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암호체계도 3수조에서 4수조로 발전하였으며,
5수조가 일반화 되었다. 무선통신수단의 보안체계는 장비와 암호체계가 동시에 진화함으로써 감청된 첩보의 해독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암호체계를 해독하는데 짧게는 수일에서부터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즉 통신
을 통해 입수한 첩보가 누설될 경우 상대국은 암호체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보안장비를 개발하게 되는 것은 자
명하며, 새로운 암호체계를 해독하고 비화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개발될 때까지 첩보출처가 차
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첩보의 출처보호가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첩보를 통해 생산된
군사정보(SI)의 일부 내용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통해, 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를 들 수 있다. 2002년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 연평해전 직전의
정보분석과 정보조치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공개 되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박세환의원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통해 “6월 11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에 대하여 5679부대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 중인 전투검열판정과 관련한 활동’이라고 정보본부에 보고하였으며,

40)
41)
42)
43)

한희원, “인간정보의 의의와 중요성의 재조명,” 『국가정보연구』, 제8권 제1호(2015), pp. 62.
전웅, “첩보수집수단의 유용성 비교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를 중심으로,”『국가정보연구』, 제7권 제2호(2014), pp. 97-106.
한희원, 앞의논문(2015), p. 61.
https://news.v.daum.net/v/20071021191406782?f=o(검색일: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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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북한경비정이 NLL을 또 다시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5679부대의 분석관들은 이상 징후라고 판
단하고 북한의 의도를 첫째, 북한 해군의 전투 검열판정과 관련된 침범, 둘째, 월드컵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
련해서 한국 내의 긴장고조 의도 배제불가, 셋째, 아 해군의 작전활동 탐지 의도 등 세 가지의견을 정보본부에 보
고했다. 이 중에서 긴장고조 의도 배제불가라는 용어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보본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장관은 둘째와 셋째 항목을 삭제하고 단순침범으로 전파하라고 지시하였다. 6월 27일
과 28일에도 북한의 NLL침범은 계속되었고 5679부대에서 해군 정보분석관들은 북한 해군 동향의 심각성을 알고
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장관이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단순침범이라고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27일
과 28일 연이은 오전의 북한경비정 침범에 대해서 특별한 결론과 거기에 대한 분석을 내리지 않았다.”44)고 발언
하였다. 당시 5679부대가 통신감청부대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며, 박세환 의원의 발언내용은 통신첩보에
의한 것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암호체계를 변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통신첩보
입수가 감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누설은 장비성능과 촬영 시간대의 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장비성능과 촬영시간 대
가 공개되면 적은 모의 장비를 배치하거나 촬영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
상첩보 수집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특히 레이더 영상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영상첩보 수집은 더욱 어렵
게 될 것이다. 특히 모의장비는 영상정보 수집수단의 발달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실제 코소보 전쟁 때 미국
과 NATO는 세르비아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 20여 일 동안 주요 거점과 전투장비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 폭격을
실시했다. 이어 전차와 차량, 야포 등 총 650대의 장비와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소보 전쟁이 발
발 79일 만에 종료되면서 세르비아 군을 보니 전차 250여 대, 기갑차량 450여 대, 600여 문의 야포가 멀쩡한 모
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NATO가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정말로 파괴된 실제 장비는 소량에 불과했고 많은 수의
정찰과 폭격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모의장비(Decoy)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45) 또한 통신이나 인간첩보가 누
설되었을 경우 역 이용하기 위해 누설된 지역에 모의장비를 배치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허
위표적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아군의 상대적 전투력 손실과 함께 위치 노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실제 북한도
코소보 전쟁 이후 모의장비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부 장비의 경우 실제 장비와 매우 유사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사정보의 누설이나 공개는 첩보 출처의 공개를 의미하며, 첩보출처의 공개는 첩보 출처가
완전히 차단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첩보의 경우에는 정보요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포섭을 당해 역
공작에 당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첩보출처의 보호는 정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그리고 첩보 출처가 계속 유지되고, 첩보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어야만 군사정보의 중요한 기능인 조
기경보 기능과 국방정책이나 군사정책의 수립과 시행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2) 위기발생 시 조기경보 제한
군사정보의 또 하나의 기능은 적국의 군사적 도발이나 침략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다. 즉 국가안보의 위험발생을 사전에 식별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국가 위기는 “정책
결정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의사 결정 단위의 최우선 목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위협
에 대처 할 가용시간이 제한되는 상황”46)으로서 통상 “국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긴박한 상
44) 당시 5679부대장은 6월 27일 보고서에도 도발징후와 관련된 특수정보(SI) 15자를 포함하여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실제 예하부대에는 SI
15자를 삭제하고 ‘단순침범’ 으로 적시하여 하달함으로써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다. 한철용, 앞의 책
(주 52), p. 289.
45)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1017/4/BBSMSTR_000000010027/view.do (검색일: 2020. 5.25.)
46) Charles F. Hermann, Crises in Foreign Policy: a Simulation Analysis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Company, Inc., 196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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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 전개되며, 대결 당사국 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47)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기란 국가의 존망을 다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기조치에 시간적 제한을 받는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조기에 경고해야
한다. 위기 발생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해 각 국가는 정보공동체에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한다.
그 임무는 대략 위기첩보 수집 및 공격 임박 경고, 위기대응을 위한 정보지원 등이다.48) 첫째, 적국과
아국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 첩보 및 공격 임박에 대한 사전 경고이다. 위기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
문에 국가의 의사결정자들은 적의 공격이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사전 경고를 원하며, 잠
재적으로 위험한 사건에 대해 적시에 적국에게 경고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자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위기 시 도발국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이에 대응
하는 국가는 전(全)방위적인 정보활동이 필요한데 반해 정보자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동체가 부여 받은 또 다른 임무는 위기관리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정책결정자들은 위기상황을 평가한 다음 상황에 평가에 따라 최선의 대응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위기관
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서는 압력을 가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양보까지도 고려한 유연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49) 상대방의 의도와
강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위기관리 시 정보지원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상대방의 의도와 강약점
파악은 첩보수집에서부터 출발한다.
정보공동체는 국가의 위기를 사전에 경고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정보공동체의
임무수행은 결국 첩보수집과 정보생산, 생산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위기가 발생하
지 않도록 대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기에 대비하여 생산되고 배포된 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적은 아국이 대응할 수 없거나 대응에 시간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위기를 적시에 경고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고 국가는 커다란 재앙에 직
면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적의 침략이 예상되는 위기라면 그 심각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적
이 침략하기 위해서는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의 침략 능력은 영상첩
보나 공개첩보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적의 침략 의도에 관한 것은 통신첩보와 인간첩보를 통
해서만 첩보수집과 정보생산이 가능하다. 적의 침략의도를 간파한 군사정보가 누설되었다면 적은 통신망을 변경하
고 내부의 아국에 대한 협조자를 색출할 것이다. 이 후에 적은 새로운 방책을 구상하고 기만전술을 병행함으로써
아국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적이 침략 시 군사력 운용과 관련된 군사정보가 누설되었다면 적은 당연히 군사력 운용계획을 변
경할 것이다. 물론 아국은 누설된 정보에 의해 대비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패전
은 자명한 사실이다. 적은 주공방향 변경이나 아국이 판단하고 있는 정보를 역 이용하기 위한 다른 방책을 강구하
여 침략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군사적 차원에서 위기경고와 관리를 위한 정보가 누설되면 위기를 조기에 경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위기관리에 실패하여 전쟁
이 발발한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경보와 관련하여 군사정보 누설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첩보 출처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군
사정보는 여타 정보와 같이 전 출처 첩보를 융합하여 생산된다. 특히 적의 침략과 관련된 군사정보는 적의 의도를
간파할 때 정확한 정보 생산이 가능하다. 의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 정책결정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의 마음은 곧 정책결정자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원만이 어느 정도 읽을 수
47) Pill Williams, Crisis Management: Confrontation and Diplomacy in the Nuclear Age (London: Martin Robertson, 1976), p. 25.
48) Alexander L. George, Avoiding War: Problems fo Crisis Management(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 396-397.
49) Gilbert R. Winham, New Issues in International Crisis Management, Colorado: Westview Press 1988), pp.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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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적의 침략의도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었다면 적은 내부의 협조자를 색출하고 방첩활동을 강화할 것이
다. 그렇게 되면 첩보출처는 당연히 차단되고 위기에 대한 경고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군사
정보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군사적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도 결국 첩보 출처보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3) 국방정책의 수립과 성공적 시행 지원 제한
군사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은 국방정책 수립과 성공적 시행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정책 결정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군사적
위협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고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위협의 강도, 국내외적 상황, 가용예산, 대응방
책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정책이 결정되면 추진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 집행 시 예상되는 갈등, 상
대국의 반응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한 정보도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쟁국이나 잠재 적국, 또는 현안 문제를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와 관련된 정책
이거나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책이라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예로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
는 중요한 무기체계이다. 이 체계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군사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체계의 레이더 특성 상
주변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민감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어서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
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국의 공동성명을 서한 형식으로 유엔에 제출했다.
그리고 7월 13일 군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 확정”을 발표했다.50) 이때부터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과 중국의 대한 무역제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중요한 군사정보를 정부가 공개함으로써 첫째는 국가정책 수립과 결정에 많은 어
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점이다. 먼저 외교적인 문제로 대미, 대중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과거보다 더 복잡한 방정식
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자니 대한민국 제1의 무역국인 중국의 무역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또한 대미, 대중 관계
는 차지하고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압력만을 고려하여 사드배치를 백지화 하
거나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국 내 한국기업의 불이익 가중과
무역제재,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라는 중요한 군사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요한 국가의 전략자산이라
고 할 수 있는 사드체계의 취약점이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사드는 전쟁 발발 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이다.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있는 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전쟁발발 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드체계 무력화를 기도할 것이다.
사드체계 무력화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사드가 배치된 위치정보이다. 그런데 정부가 성주의 모
골프장이라고 발표하고 언론의 취재경쟁이 더해지면서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신문만 보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쟁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할 수 있도록 적에 관한 첩보를 수
집, 지속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기초로 대비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전쟁 발발 시 어떤 표
적을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제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적을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의 주 공격수단에 대한 표적정보이며, 표적정보의 기본은 정확한

50)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97919(검색일: 2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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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발 직전은 물론 전쟁 중에도 표적 최신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표적최
신화가 되어야만 정확하게 적합한 무기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남침을 기도한다면 개전 초에 예
상되는 탄도미사일 공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드기지 무력화를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요한 전
략무기인 사드체계의 표적정보를 언론을 통하여 공개한 것이다. 전쟁발발 직전에 대한민국의 중요 시설을 타격하
기 위해 사전 침투한 특수전부대에게 사전에 정확한 표적정보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드 배
치 사실과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중요한 군사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적에게 정확한 표적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결국 한미연합군의 중요한 전략자산인 사드체계의 취약점이 노출된 것이다.
군사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군사력 건설이나 군사전략계획 수립과 같은 중요한 국방정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 군사력 건설을 위해 투자한 많은 예산과 시
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무기체계와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군사기밀로서 국가정보차원에서는 국방과 관련된
부문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군사정보 차원에서는 군사력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무자 등에 의해 누설된 차기 호위함, 소형 무장헬기, 항공기 관련 항재밍 위치정보시스템
기술을 비롯하여 유도탄, 잠수함, 레이다 등 육·해·공군의 전투장비와 관련된 정보들이 해외 또는 국내 업체로 누
설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과학자들에 의하여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된 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군사력의 수준, 무기체계별 성능과 특성,
취약성 등이 모두 누설된 것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 방향과 군사력의 수준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군비경쟁을 유도
하여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무기체계별 성능과 특성 등은 아군의 무기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정보를 북한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가 획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 건설은 다시 시작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취약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거나 한 순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이 유출되
어 해외시장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은 물론 방위산업도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구 소련이 1960년대
말에 개발하여 1970년대에 실전 배치한 MIG-25기는 당시 세계 최고의 속력을 가진 최첨단의 전투기로 인식되었
으나 1976년 벨렌코 중위의 귀순으로 동 전투기의 제원 및 특성, 성능과 취약점 등이 서방세계에 노출됨으로써
소련이 추가 배치를 중단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51)

Ⅴ. 군사정보의 효과적 보호 방안
(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 법제화 재검토
군사정보는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기둥이며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정보는 국가의 군사적 위기 시에
는 조기경보 기능과 위기관리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평시에는 국방정책이나 군사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은 상대국에 대한 첩보가 정상적으로 수집되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군사정보가 생산되어 정책결정자
에게 보고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첩보수집 수단을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첩보

51) 1976년 9월 소련의 밸렌코 중위는 소련이 새로 전력화 한 MIG-25기를 조종하여 일본으로 귀순했다. 당시 동 전투기는 마하 3의 속력으
로 비행할 수 있는 세계 최신예 전투기로써 미국의 주력기인 F-4(팬텀)로 요격에 실패했으며, 서방세계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벨렌코 중위 귀순 후 미국 기술진은 MIG-25기를 정밀 분석하여 제원, 성능, 강약점 등을 완벽하게 분석했으며, 이를 능가하는 F-15전투
기를 조기에 전력화 했다. 이에 따라 소련이 개발한 최신예 전투기는 통상적인 수명주기의 3분의 1도 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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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보가 누설되거나 공개됨으로써 첩보의 출처 유추가 가능해지고, 상대국은 첩보
출처를 색출, 차단함으로써 첩보수집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첩보 출처가 차단되면 군사정보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첩보의 출처보호가 군사정보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밀로 보호되고 있는 군사정보가 개인에 의해, 또는 언론에 의해, 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누설되거나 공개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군사정보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다. 군사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우선 법률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기밀이나 군사기
밀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있다. 2008년 국회에 상정되었다
가 여야 간의 이해관계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52)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업무규정 보다는 비밀의 개념, 보안대책, 비밀의 공개제
도, 비밀의 지정과 해제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률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비밀의 개념과 범주를 구체화 시키고 있는데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
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하고,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
기술 등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비밀의 개념이 국방·외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그 범주가 분명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앞으로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에 관련된 사항도 비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비밀의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
공기관의 자의적인 비밀 지정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비밀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비밀 지정권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의한 과도한 비밀 지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
약할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비밀 자동해제제도를 도입(안 제20조)하여 해당 비밀이 유효한 전시계획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 최초 지정일 부터 30년이 경과하면 비밀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규정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자
의적인 비밀 관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비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비밀 공개제도를 도입(안 제21조)하여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군사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이 증진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비밀관리기관의 임무 및 기능(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군사정보원장
은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등 기획업무와 교육 및 취약점 확인ㆍ지원 등의 총괄업무를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비밀 관리
전담 조직의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등 각 공공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였다.”
여섯째, “비밀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하였다. 현행
「형법」및 「군사기밀보호법」의 처벌규정은 군사기밀 등이 아닌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적
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비밀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 법률안은 군사기밀 등이 아닌 공공기관
의 비밀을 탐지ㆍ수집 또는 누설 등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물론 이 법률안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 우선 비밀의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동 법률
안 제2조는 비밀을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통상ㆍ과학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
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과학

및 기술개발 분야 중 어떤

것이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 되어야

52) 안병욱, 『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검토보고(2008.12.),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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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기업체가 개발한 핵심기술 중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업무체계를 통하여 산
업기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 사기업체와 보안지원 당국 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밀의 해제에 관한 것이다. 동 법률안 제20조(비밀의 해제)는 보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비밀
중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국방 및 통일ㆍ외교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 신원정보를 포함
한 정보활동의 출처ㆍ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ㆍ조약
또는 국제협약의 위반을 초래하는 사항,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정일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
일에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서조항이 있지만 자의적 판단에 의해 비밀이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도 동 법률안 제21조(비밀의 공개)와 같이 해제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는 방안, 또는 자체 심
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임무에 관한 것이다. 동법 제23조는 비밀의 보호 및 관
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비밀의 등급별 보유현황 파악 및 비밀의 분
실ㆍ누설 등의 경위 조사, 비밀을 지정하거나 비밀의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등에 대하여 국회ㆍ법
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는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 조항 제③항은 “국가정
보원장이 비밀의 분실ㆍ누설 등의 경위를 조사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밀의 분실
ㆍ누설 등에 따른 피해의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이 유출되었을 경우나 유출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성을 가진 국가정보원이
지도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특히 해 기관에서 근무할 공무원 내지는 고용원의 신원조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해 헌법기관들은 신원조사 능력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서 반드시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③항의 경우는 검찰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외에도 비밀지정이나 비밀취급 인가, 위반 시 양형기준 등이 다른 법률과 다소 상이한 점들도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기존의 법률안보다는 진일보 한 것으로 효과적인 국가기밀보호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국회의원과 언론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
군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의 대안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의 자정 노력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밀을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고, 발언내용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국
회의원의 국가기밀 공개를 제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만 국회 자체로 비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의원의 발언을 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결정내용을 공개회의에서 발언했을 경우도 사법부의 판단 사안이 아니
며, 단지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뿐이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공개했다고 해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된 국회의원은 아직 없다.
비공개를 전제로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행정부는 의회를 더욱 불신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국회의원 스스로 정보수집을 제한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정부의 감시자로써 의정활동까
지도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회법도 비공개 결정내용에 대하여 공개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
처벌을 강화하는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것은 국회법의 일부 보완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경
우에도 의회에서 비밀이 공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1976년부터 의회와 정보기관 간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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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은 의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53)
군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은 기자들에게도 해당된다. 물론 기자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자 간, 언론사 간 치열한 특종 경쟁으로 인해 군사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표현의 자유나 취재·보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책
임을 수반하며 그 책임은 곧 공익성과 공공성일 것이다. 즉 취재나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 사회질서 차원에서 언론보도가 해악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의 자정노력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군사정보를 취급하는 담당
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군사정보를 누설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공무가 아닌 개인의 안이한 판단에 의해 언론을 통해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기자의 취
재원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군사정보에 관한 취재원은 대부분 군인이나 국방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군인이나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해 기사가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취재원이 밝혀질 경우 당사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
고, 기자는 군사정보를 누설한 기자, 공무원을 처벌 받게 한 기자로 낙인찍힌다. 기자로써 불명예스럽고 취재원에
게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자들 스스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군사정보 외부 보고 시 정보생산기관의 자체 심의제도 보완
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세 번째 대안은 정보공개에 대한 정보생산 기관 자체의 심의제도 보완이다. 물론
국회보고나 언론보도를 위해 자체 보안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군사정보가 누설되
거나 공개되는 경우는 모두 군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군인이나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이 사익 추구를 위
해,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누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에서 공개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상적인 절차를 통
해 보고된 군사정보가 국회의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공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해
야 하는 군사정보는 공개된다는 전제 하에 사전에 정보생산기관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상 국회로부터 기밀 사항인 군사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보고 담당자는 보고자료를
수직으로 보고 한 후 국회에 대면보고를 하고 자료는 회수해 온다. 특히 정보생산기관 특성 상 비밀유지를 위한
‘차단의 원칙’은 첩보출처 유추를 완전히 방지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국회업무 담당자와 수집관, 최초 정
보를 생산한 담당자가 상이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 보고
할 정보자료는 정보생산기관 내 자체 심의 기구를 통해 출처를 전혀 유추할 수 없도록 완전히 가공한 다음에 보
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은 크게 정보생산 부서와 국회 등 대외기관에 정보를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부서,
첩보수집부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야 한다. 특히 첩보수집 부서 관계자는 인간, 신호, 영상, 공개 등 첩보출처
별로 대표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①자료제출 담당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기관의 요구
내용, 목적, 의도를 설명한다. 물론 의도 판단은 자료제출 담당부서의 책임이다. ②정보생산부서는 제출기관의 요
구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요구내용을 작성한다. ③정보생산 부서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인간, 신호, 영상,
공개첩보의 수집기관 전문가들이 출처 노출 가능성을 검토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출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
단되는 내용은 완전히 삭제한다. 물론 인간, 신호, 영상 수집수단을 통해 수집된 첩보라도 공개첩보에서 수집된 내
용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수집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할 보고서를 수정·보완한다. ⑤
수정·보완한 문서를 전문가들이 재검토하여 최종 확정한다. ⑥최종적으로 자료제출 담당부서는 최종 안과 심의과
정에서 검토 내용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한 후 요구기관에 제출한다. 대체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가 제출된

53) Denis McDonough · Mara Rudman · Peter Rundlet, "NO MERE OVERSIGHT," (Center American Progress : June 2006),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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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첩보의 출처가 노출되는 위험성을 조금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체계를 통한 누설 방지 노력 강화

마지막으로 군사정보 보호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이나 불순분자로부터의 해킹 예방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은 다중의 해킹 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 망을
사용하는 한 해킹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와 해커의 싸움은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지
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보보호 시스템은 항상 해킹이 된 다음에 대응시스템이 개발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정보
보호 시스템을 과신하게 되면 해킹을 당해서 적이 아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도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 적국도 해킹으로 수집한 정보를 중요한 국가 기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 정보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더라도 적이 새로운 해킹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
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보호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항상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해커가 침입했더라도 가져갈 것이 없도록 개인의 정보체계를 관리하는 노력일 것이다.

VI. 결론

군사정보는 국가정보 차원에서 보면 부문별 정보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군사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정보의 대부분이 국가정보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러한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원인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느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누설되지만 그 폐해는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하다.
국가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여 조기 경보에 실패하거나 국가 정책을 송두
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문제점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첩보의 출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첩보의 출처가 노출되면 첩보 출처
가 차단되고 결국 첩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보생산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보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면 조
기경보 기능이나 송두리째 흔들리는 국가정책을 바로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보는 철저
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사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보를 취급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누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정보를 팔아먹었거나 기자를 통해, 또는 국
회의원을 통해 공개되었건 근본적 원인은 정보취급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형
태로든 개인의 일탈, 또는 과실에 의해 정보가 누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 첫째는 정보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 고도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법규적 장치를 보완하여
과실을 감소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만일 정보가 누설되었더라도 출처를 유
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98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하계학술회의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대출, “국가기밀보호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서울 : 국회법제실, 2007.11
강성문, “정보공개의 한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3.
국회사무처,『국회법해설』, 서울 : 국회사무처, 2000.
권영설,『헌법이론과 헌법담론』,서울 : 법문사, 2006.
권영성,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2006.
김기중, “위기관리정책에서의 전략정보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김당현, 편저 『헌법 부속법령집』, 서울 : 도서출판 산성문화, 2009.
김명식, “미국에서의 국가정보 개념에 대한 논의,”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9.
김성배, “정보공개제도와 국가비밀 보호의 문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4집, 2010.
김중양,『정보공개법』, 서울 : 법문사, 2000.
김진철·정윤선 공저,『군사법규』, 서울 : 동방문화사, 2008.
김철수,『헌법학 개론』, 서울 : 박영사, 2006.
김태호, “국가비밀과 정보공개,” 『행정법연구』, 제 8호, 2002.
김호정, “국가기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2016.
민진규, 『국가정보학』, 서울: 도서출판 배움, 2010.
박종재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 고찰," 『국가정보연구』, 제7권 제1호, 2014.
배기형,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배정근,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 권리 실현의 한계,”『한국언론학보』, 53(1), 2009.
서정순, “위기상황과 국가정보의 상관관계 연구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중심으로-,”『국가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2019.
심재정, “한국 의회정치에서 국가기밀 적용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 64호, 2012.
손태규, “군사정보의 공개 및 보도 제한의 적법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 2007.
안병욱,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국회 정보위원회, 2008.
안준형, “國防關聯 報道의 法的規制와 그 限界에 대한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양우천, 『전쟁과 정보활동』,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9.
이근옥, “정보공개법상 국가기밀을 이유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한국언론정보학회보』, 제98호, 2019.
전웅, “첩보수집수단의 유용성 비교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를 중심으로,”『국가정보연구』, 제7권 제2호, 2014.
전원배,『의회조사권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회도서관, 1997
한희원, “인간정보의 의의와 중요성의 재조명,” 『국가정보연구』, 제8권 제1호, 2015.
한희원, “국가정보의 새로운 이해에 대한 연구: 정보 신(新) 이론과 현대적 중요성,”『국가정보연구』, 제3권 제2호, 2010.
홍승희, “정보화사회에서 국가기밀과 형사법적 보호방안,” 『원광법학』, 제31권 3호, 2015.
황교안,『국가보안법 해설』,서울, 박영사, 2007.
2. 외국문헌
Denis McDonough · Mara Rudman · Peter Rundlet, "NO MERE OVERSIGHT," Center American Progress : June, 2006.
George, Alexander L. Avoiding War: Problems fo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Hermann, Charles F. Crises in Foreign Policy: a Simulation Analysis,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Company, Inc., 1969.
Kent, Sherman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New Jerse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Winham, Gilbert R. New Issues in International Crisis Management, Colorado:Westview Press, 1988.

국가정보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도전과 과제 99

100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하계학술회의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하계학술회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보조직 변화와 정보교류

이

용

식

(연세대학교)

국가정보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도전과 과제 103

중국인민해방군의 정보조직 변화와 정보교류

이용식 (연세대학교)

【목

차】

I. 서론
II. 중국인민해방군 개혁과 전략지원군 창설
III. 전략지원군의 우주전/사이버전/전자전/심리전 조직구성
IV. 전략지원군의 지휘관계 분석
V. 전략지원군의 전략적 임무와 역할
VI. 인민해방군 정보기관과 정보교류
VII. 결론

Ⅰ. 서 론
과거 중국은 총 13차례에 걸쳐 군 개혁을 단행했지만, 조직조정보다는 감군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으며
등소평 집권시 1985년에 기존 11개 군구를 7개 군구로 개편하였으며 병력도 당시 400만에서 1987년에 100만,
2000년에 50만, 2005년에 20만을 감축하여 현재는 육·해·공·로켓군·전략지원군의 5개 전구에 230만명의 병력을 유
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군 관련 학자들 사이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군구조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장쩌민
(江澤民)이나 후진타오(胡琴燾)는 군 경험이 없어 군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여 군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2013년 시진핑1)이 집권 후에 대국에 걸맞은 강력한 군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의 건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한 군 개혁을 주장하였다. 군 개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접
근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실현에 접근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
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변국가의 침략 및 내부 분열 가능성, 사회주의 발전과 개혁발전이 좌절될 위
험이 있는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처해 있었다. 또한 외부적 영향으로 걸프전과 이라크전, 코소보전, 조지아전2) 등
최근 전쟁의 주도권은 전자전, 정보전, 네트워크화된 C4ISR3)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됨으로써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PLA의 정보화 지휘통제체계 및 그에 수반하는 조직 구조변경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어 국방의 개
혁발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군 개혁은 2015년 말부터에 구체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총참모부 조직 아래 지상군 중심의 7개 군구
(Military Region)로 운영해 왔던 군 조직을 5대 전구(Theater)로 조직하면서 정보조직도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지
원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운용하던 조직을 완전히 통합, 재구성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적, 통합적 개념인 5대
1) 시진핑은 1979년 대학을 졸업한 뒤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으로서 정치국원이자 국무원 부총리 겸 중앙군사위 비서장이었던 겅뱌오의 비
서가 됐으며 업무 스케줄, 내빈 접대, 연설문 초안 등을 맡았다.
마오쩌둥 사후 겅뱌오는 점차 쇠락하자 시진핑은 1983년 군을 떠나 허배이성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2)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간 전쟁에서 지상군 대응능력 부족, 지상군통제에 실패, 군종간 협조체계 미흡, 사단체계는 신속한 작전에서 민
첩성이 많이 떨어졌다.
3)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감시와 정찰기술(SR)을 정보통신(C4I)과
통합한 개념, 적의 상황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개념(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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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의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대양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집된 정보를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목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포함한 C4I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조직을 재정립하였다. 과거 총참모부조직
에서 정보분야 업무를 총괄한 2부, SIGINT4)업무와 사이버작전을 담당한 3부, ELINT 및 전자전을 수행한 4부, 7
개 군구 및 각 군별로 분리 운영된 정보조직을 전략지원군(Strategic Support Force)으로 통합하여 우주부(우주발사,
위성제어), 사이버전부(SIGINT, 해커), 전자전부(전자정보, 전자전), 신편된 정보부로 통합, 운용하고 있다.
시진핑이 2013년 전략적 지원 세력의 정보역할에 대해 “전략적(Strategic)”인 부분과 “지원(supporting)”
한 부분을 언급한 이후 2년이 지나도 구체화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전략지원군 구성요소가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려는 전략적 역할과 임무에 대해 점차 정립되었다. 전략적 지원 부
대는 종종 중국의 정보전쟁 조직을 능률화하여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묘사되지만, 이러한 점진적인
이점이 만들어지는 주된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전략지원군의 구조는 무엇보다도 중국 지도자들이 미래의 주요 전
쟁에서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유형의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종의 정보들을 활용한 전쟁에서 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민해방군(PLA : People’s Liberation Army)은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및
심리전을 정보전쟁의 상호 연결된 하위 구성요소로 간주하였다. 전략지원군의 주요 전략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이 전쟁이나 위기에서 정보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Ⅱ장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4총부로 분산 조직되어 운영되었던 우주,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 영역에서 전략지원군으로 통합, 창설되는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Ⅲ장에서는 전략지원군 중
심으로 4총부의 각 정보조직이 이합집산(離合集散)되는 과정을 기술하였고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내용으로
전략지원군의 구성과 임무, 부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부서장의 등급과 세부적으로 과거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
전, 심리전 조직의 통폐합 과정을 묘사하였다. Ⅴ장에서는 전략지원군과 다른 4개 군종(육, 해, 공, 로켓군), 5개
전구와의 사이에 정보 및 기술정찰, 네트워크 및 전자전, 정보지원 임무에 대한 전·평시 책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평가했다. Ⅵ장에서는 전략지원군이 수행하는 두 가지 주요 역할인 전략적 정보지원과 전략적 정보작전의 맥
락에서 전략지원군의 임무와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Ⅶ장에서는 중국군이 아닌 중국 정부 소속의 핵심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를 중심으로 유사 정보기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Ⅷ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와 군사협력 발전과정,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 그에 따른 정보교류 가능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Ⅱ.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개혁과 전략지원군 창설
(1) 중국 인민해방군 조직개편 기본 내용
중국군의 개혁 목표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시행과 군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하에 지도관리체제와 합동 작전지휘체계 확립이었다.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군사정책(군정권), 작전(군령권)을
총괄하고 5개 전구가 작전을 담당하며 5개 군종이 각 군의 군사력 건설과 유지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이었다. 즉,
군정은 중앙군사위원회-군종-집단군으로 이루어지고 작전은 중앙군사위원회-전구-집단군으로 일원화하였다. 지도
관리체계는 4개 총부를 해체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직할 조직으로 편성하였으며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합동지휘센터를 설립하고 시진핑이 합동작전지휘센터 총지휘라는 직책을 부여하여 군 통수권을 수행하며 각
전구에도 합동작전지휘기구를 신설하여 육·해·공·로켓군·전략지원군을 작전 지휘토록 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
문화, 체계화, 효율성을 달성하는 합동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근보장부, 장비발전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판공
4) 신호정보(SIGINT)는 통신정보(COMINT)와 전자정보(ELINT), 계기정보(FISINT)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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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두었고 기타 3개 위원회(기율검사위원회, 정법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와 5개 직속 기구를 두었다. 기존 총참
모부의 기능 중 군사훈련 및 교육, 동원, 전략기획 및 계획은 중앙군사위원회로, 사이버작전 및 전자전은 전략지원
군으로, 총정치부 일부는 기율검사위원회와 정법위원회로 분리 독립되었으며 5대 전구 예하에는 육·해·공군으로 요
원으로 편성되었다. 로켓군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핵무기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대
처하며 전략지원군은 정보, 우주전, 전자전, 사이버전, 기술정찰, 심리전 등의 영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지휘체계도 기존 집단군-사단-연대-대대에서 집단군-여단-대대 개념으로 되면서 지휘체계를 단순화하
였으며 집단군의 기본형태는 합성군 형태5)로서 존재하고 있다. 합성여단의 경우 다수의 대대로 구성되는데 중형
(重型)합성여단의 경우 4개의 합성대대, 포병대대, 방공대대, 작전지원대대, 근무보관대대로 구성되며 합성대대6)는
일선 전투 단위로 1개의 참모장과 4개의 참모조직, 그리고 탱크, 보병, 포병, 공병 등 육군의 거의 모든 기초 병종
이 포함되어 있으며 7~9개의 중대로 구성되어있다.
합성여단 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지원대대 구성을 보면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중대, 화학중
대, 공병중대, 장갑보병중대, 정보분야를 지원하는 정찰중대가 있으며 정찰중대는 무인기 정찰소대, 계기정찰소대,
장갑정찰소대가 있고 여단의 전체적인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자대항중대가 편제되어 있다. 합성대대에는 지원
중대(정찰, 통신, 공병) 소속으로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3대의 정찰 차량, 인원과 차량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EO장비, 전장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휴대형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

(2) 전략지원군(Strategic Support Force) 창설
중국의 전략지원군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전투영역이 상호 밀접한 관계인 우주, 사이버, 전
자전 영역에 관해 꾸준한 연구와 진화를 해왔다. 중국은 1991년 걸프 전쟁의 교훈으로 새로운 군사전략의 개념이
이론적 탐구에서 실질적인 이행 단계로 이동했다는 것을 느꼈으며 걸프전에서 얻은 교훈은 중국 자신의 취약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전쟁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쟁에서 정보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중국의 기존 전쟁의 개념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를 요구했다. 중국은 걸프전에서
두 가지 주요 교훈을 얻었다. 첫째, 전쟁은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통합이 전쟁에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7). 그 결과 군사적 맥락과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화(信息化) 자체의 발전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민해방군(PLA)은 현재 네트워크 중심전쟁이라고 하는 작전개념을 연구하고 채택해야 한다
는 것을 인식8)했다. 우주기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지능, 감시 및 정찰(C4ISR)의 통합 작전 운용은 특히 시
선을 끌었으며 인민해방군(PLA) 내에서 정보화 전쟁 연구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9). 둘째, 인민해방군(PLA)은
미국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 사고방식은 우주, 사이버
및 전자전 영역의 중요 노드에 대한 비대칭 정보 대책을 적용하여 “열등한 우월자를 극복”하고자 하는 중국의 고
유한 정보전 전략의 길을 닦게 해주었다10). 많은 교리 반복을 수행한 후에는 인민해방군(PLA)은 1990년대 중반
정보전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개발을 위한 기초 개념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중국의 지휘부는 2000년대에 주로 통합 네트워크 및 전자전(INEW)11)과 같은 폭넓은 개념과 작전수준

5) 표준형합성집단군은 기갑사단 1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차량화보병사단 2개, 방공여단 1개, 포병여단 1개, 다연장로켓트여단 1개, 자동차
수송연대, 통신연대, 공병연대, 수색대대, 의무대대, 전자전대대, 화학방호대대, 부교대대, 항공대대, 긴급대응대대, 기상관측소를 두고 있다.
6) 합성대대는 중월전쟁이후 1979년에 보병대대, 탱크중대, 캐넌유탄포중대, 무반동포중대, 고사기관총중대, 공병소대, 통신소대, 화학분대, 화
염방사기분대, 후근부대로 구성하여 최초설립되었다.
7) 정종필,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사이버 안보의 주변 4강과 한반도 세미나”, 2016년 4월 25일
8) 구자선, “중국 국방·군 개혁 현황 및 전망,” IFANS, 2016년
9) 김태호, “중국군의 전면적 개혁: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중국 군사연구회 2분기 세미나(육본), 2019년 6월
10) 노훈, 이재욱, “사이버전의 출현과 영향, 그리고 대응방향”, 『국방과 정책 연구』, 2001년 가을
11) Integrated Network and Electronic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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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정보전의 개념과 교훈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민해방군(PLA)는 2010년 말까지 Beidou 항법 위
성12), 우주 기반 감시 플랫폼, 이중으로 운용 가능한 통신 및 중계 위성을 개발, 발사하여 운용하는 데 성공하였
다. 이러한 위성들은 지역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중국의 통합된 C4ISR 시스템의 기
초를 형성했다. 동시에 중국은 공격적인 정보 업무를 시작하는 능력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었다. 인민해방군(PLA)
전자전 부대는 2009년까지 미국의 우주 기반 C4ISR 및 항법운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사이버 능력은 컴퓨터 및 SW 기술능력의 향상으로 상대국의
네트워크 침입을 위한 정교함이 커져 한국, 미국 등 몇 개의 나라에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또한 2007년 1월 우주에서 수명이 다한 위성을 중국 본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파괴함으로써 첨단 우주
기술 확보를 대외적으로 입증13)했다.
중국의 우주, 사이버 및 전자전 기술력의 발전은 이루었는데 인민해방군(PLA)의 정체된 운영조직 구조
는 2000년대 내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인민해방군(PLA)의 2015년 개편 직전에 수년간, 기술 역량이 아닌 PLA의
구조와 조직이 현대화 노력에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는 군사학계 인식이 커지고 있었다. 우주, 사이버
및 전자전 임무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은 인민해방군(PLA)의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PLA 지휘부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통합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인민해방군(PLA)이 현시점에서 우주, 사이버 및 전자전 기능을 통합하
고 재조종할 기회로 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전략지원군의 창설은 인민해방군(PLA)의 변곡점에서 이루어
졌다. 중국은 동해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육지 기반 영토 방어에서 확장된 전력 투영으로 군사 조직의 지속적인
전환을 가속했다. 이러한 변화의 하나로 중국 지도자들은 우주, 사이버 공간 및 먼 바다의 전략적 경계에서 더 멀
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갈망14)이 커지고 있었다.
전략지원군은 평시에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중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전시에는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서

적국과

경쟁하는

것으로

전략지원군의

원격작전은

먼바다와

그

너머에서

자국에

대한

반간섭

(Counter-intervention)과 전력 예측을 통해 전략적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전략지원군이 창설되기 전
에도 인민해방군(PLA)의 커뮤니티 내에서 미래의 전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
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9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USCYBERCOM)가 설립된 후, 인민해방군(PLA) 군 학자
들은 이에 상응하는 자신의 대등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많은 요구를 하였다.15)우주와 사이버 부대를 단일 군
으로 통합하려는 인민해방군(PLA)의 결정 모델로 미전략사령부(USSTRATCOM :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를 선정하였다.
전략지원군은 인민해방군(PLA)의 4개 전 총괄 부서를 해체한 후 중앙군사위원회 내의 15개 합동 기능
기관과 3개 위원회를 재조직하면서 2015년 말에 창설되었다. 총참모부(GSD)16)는 새로운 CMC 합동참모부(JSD)
로 변경되었고, 총정치부(GPD)는 정치공작부(PWD)로, 총장비부(GAD)는 장비개발부(EDD)로, 그리고 총후근부
(GLD)는 군수지원부로 되었다. 그림 1은 전략지원군이 창설되기 전, 후의 인민해방군(PLA) 조직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4개 총부 소속의 조직이 일부 이관되면서 조직의 명칭도 바뀌고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으며 우주, 사
이버 및 전자전, 심리전 영역을 담당하는 군종으로 전략지원군이 생겨났다.

12) 중국에서 개발한 GPS위성
13) 『뉴시스』, 2007년 5월 12일
14) 당시 군사부문에 권위 있는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2013년 판은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위한 전투 준비와 사전배치는 한 나라
가 이러한 국제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며 또한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중국의 2015년 군사전략 백서
에서도 이 세 가지(우주, 사이버, 먼바다)를 중국의 핵심 영역으로 묘사하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15) 2012년 PLA 정보전 전문가 Ye Zheng은 전략지원군의 사이버 군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통합 네트워크-전자-심리전군으로 정보전 분
야의 개념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을 제안했다.
16) General Staff Department, Joint Staff Department, General Political Department, Political Work Department, General Armaments
Department, General Logistic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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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전략지원군 창설 전ㆍ후 PLA조직 변화17)

전략지원군 조직 구성으로 우주 임무는 주로 이전 GAD 부대와 우주 기반 C4ISR을 담당하는 GSD의
일부 부대를 이전하여 구성되었으며 정보전 임무는 주로 기술정찰과 공격적인 사이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았던
총참모부의 3, 4부에서 온18) 것이다. 사이버, 전자전 및 우주전에 대한 정보전의 상호 연결된 하위 구성요소 개념
을 유지하면서 심리전 작전을 담당하는 총정치부(GPD)의 심리전을 수행하는 요소도 전략지원군에 통합되었다19).
심리전 영역은 인민해방군(PLA)의 삼전(三种战法) 영역인 심리전(Psychological operations), 여론전(Public
opinion warfare) 및 법률전(Legal warfare)의 조화로운 운용을 요구하는 적군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독특
한 중국 전쟁 모델이다.
인민해방군(PLA) 지도부가 2020년까지 다년간을 통하여 군 개혁을 수립했을 때 2단계 접근방식을 선택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중국군의 전반적인 설계를 계획하는 상위조직 개편이고 둘째 단계는 하부조직 개혁으로 인
민해방군(PLA) 기관과 운영을 더욱 세밀한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단계로 접근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인민해방군
(PLA)은 전략적 지원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조직을 완전히 섞은 방식이 아닌 부대(부서)의 소속을 변경하는 방식
으로 접근했다. 즉, 기존 기관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나중에 더 작은 다른 요소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우주 및 사이버전 부대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중심 요소는 GAD의 우주분야에서 근무한
간부들과 이전의 GSD 3부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20)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각자의 임무를 통해 총참모부와 각
군에서 이전해 온 새로운 조직의 하위부대에 기둥 역할을 하게 된다. 인민해방군(PLA)의 조직개편 이전에는 우주,
사이버, 전자전 부대가 전투영역보다는 정찰, 공격, 방어 등의 분야인 임무 유형에 따라 조직되었다. 이것은 PLA
의 사이버 임무를 볼 때 가장 명백하다. 이전에는 사이버 영역에서의 스파이 및 기술정찰을 총참모부 3부가 담당
했고, 공격 임무에는 4부가 담당21)했다. 이와는 별도로, 총참모부 정보화부서(信息化部)는 정보시스템 방어의 핵
심 요소들을 취급했다. 전략지원군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우주, 사이버 공간 및 전자전 스펙트럼을 다른 영역의 지
17)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Military Affairs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China’s Strategic Support Forc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Oct, 2018
18) 『국방일보』, 2019년 12월 2일
19) https://www.uscc.gov/sites
20) 이용식, “중국의 정보 수집능력과 정보조직 변화 연구”, 『군사논단』, , 2019년 6월호
21) https://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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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요소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일차적인 전투영역으로 처리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전체적인 스펙트럼 전쟁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것22)이다. 전구 도메인 중심에서 정보전의 요소를 적용하면 이전 구조에서는 불가능했을 통일된
계획, 적 무력화, 작전적 수준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즉 군사력 건설 업무가 각 군으로 이동하지
만 정보화 기능이 전구 영역에 도입되면 작전에만 집중하는 효율적인 전구 지휘체계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보화 기능의 적용과 비적용 차이는 평시와 전시에 걸쳐 사이버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취약성을 빨리 발견하
고 개선하고 전개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것은 정보화의 기본 기능이다. 전략지원군의 구조 계
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마오쩌둥주의자들의 필수 요건인 전·평시가 분리되지 않
은 연속적인 작전 수행이다. 과거 인민해방군(PLA)은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시 조직 구조를 전쟁 발발 직전 전시
태세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전략적인 수준의 정보작전을 위해, 여러 제대에 걸쳐 GSD, GAD, GPD 및 전구 지역
부대 간의 전례 없는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략지원군과 전구사령부 창설은 중국의 재래식 및 정보전 부대를
전시 지휘체계로 원활하게 전환하도록 설계된 영구적인 작전그룹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과정을 극적으로 단순화23)
시켰다. 비록 그 전환이 실제로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Ⅲ. 전략지원군이 우주전/사이버전/전자전/심리전 조직구성
(1) 전략지원군 조직구성과 지휘부 등급
전략지원군이 전시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구성 조직들이 분쟁 중에 어
떻게 효과적으로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의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12월
31일 창설된 전략지원군은 중앙군사위 직속 전구지휘관급 독립군이며 전략지원군 지휘부의 등급은 표 1과 같
다24). 전략지원군은 이전의 PLA 로켓군과 유사하게 운용되며, CMC의 직접 지휘하에 있는 군처럼 기능하고 통합
된 전략 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군종이다.
그림 2는 전략지원군의 창설 후 참모조직과 우주부문, 정보부문 조직체계를 보여주고 있다25). 상위조직
으로 참모부(参谋部), 장비부(装备部), 정치부(政治工作部), 군수부(后勤部) 등이 포함된 표준 4부 관리 구조로 되
어 있다. 이들 부서와 함께 우주시스템부(航天系统部, SSD)26)와 네트워크시스템부(网络系统部, NSD) 내에 우주
전과 정보전을 위한 본부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지원군의 운영 책임과 지휘체계는 처음에는 불확실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확해졌다.

22) 최근의 군사과학전략 2015년 PLA 전략 글에서 이 접근법을 통합 정찰, 공격, 방어라고 불렸다.
23) 이창형, “중국 육군 전술제대의 개혁동향과 전망”, 중국 군사연구회 2분기 세미나(육군), 2019년 6월
24) 과거 로켓군 사령관으로 근무했고 당시 Academy of Military Science(AMS) 총장으로 근무했던 가오진 장군이 초대 전략지원군 사령관에
임명됐다.
25) 그림 2에서 하위 조직의 중간 부분은 어느 부서 소속인지 확실하지 않다.
26) Space System Department, Network System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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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전략지원군 조직 구조27)

중앙군사위원회 역할로 CMC가 군 전체를 선도하며, 전구사령부는 전투 개념 수립, 각 군은 군사력 건
설이라는 공식 문구로 요약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군의 주요 요소들과 임무를 재조정했다. 새로운 전구 작전
에 초점을 맞추고, 각 군의 군사력 건설에 CMC가 감독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군 개혁을 구상하였다. 이 접근방
식은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5개의 합동군 전구 지휘체계 이르는 작전 지휘와 각 군에 대한 군정(軍政) 지휘를 수
행하는 새로운 이중 지휘 구조(Dual-Command) 체계를 확립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전략지원군 요소(부대)가 5
개 전역 지휘체계 작전 지휘하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28). 이 개념은 중국 핵 억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로켓군(解放军火箭军) 지휘계통과 매우 유사하다. 전략지원군의 능력은 작전을 위해 중앙군사위원회에 직접 보고
할 정도로 충분히 전략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전구 지휘부에는 지상군·해군·공군 요소에 대한 하부 지휘조직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그러나 전략지원군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략지원군은 우주 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들을 지휘하는 SSD와 정보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를 지휘하는
NSD라는 두 개의 반 독립적인 지부로 나뉜다. 이러한 창설되는 부서의 특징은 인원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숫자로
이루어진 통상명칭(MUCD)29) 전환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서서히 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첫째, 전
략지원군은 SSD와 NSD 두 갈래로 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SSD와 NSD는 하위부대에 대해 크게 독
립적, 행정적인 본부 역할을 한다. 각 참모부는 작전본부 역할을 하며 이러한 지휘구조는 SSD와 NSD가 독립적으
로 장교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또한 인원을 필요한 곳에 독자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특정 전략정보 및 대 우주(Counter-Space) 임무와 같이 그들의 임무가 중첩
되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작전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전략지원군 부대들에게는 공공적으로 부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PLA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숫
자 코드인 MUCD가 각각 할당되었다. 이 MUCD는 32001에서 32099 사이에 있다. 이러한 숫자코드 분석으로
다수의 전략지원군 부대가 이전에 다른 조직의 소속으로 있다가 전략지원군의 할당된 블록 내에 속하는 새로운
MUCD로 이전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일부 새로 생성된 또는 이전된 부대에 할당되지 않는 것도 있
다. MUCD는 전략지원군의 소속 부대들이 어떤 단계의 재편을 가졌는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새로운
군부대의 숫자 지정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구조, 등급 및 지휘 관계가 확립된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할당되지 않
는 부대는, 어떤 새로운 행정 변경이나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지원군의 많은 부대는 군단급 부대 수준의 기지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주 부
대들은 과거 대부분 군단급 기지로 조직되어 있었다. 과거 총장비부의 시험기지 일부는 전략지원군으로 이전30)되
27) 『중앙일보』, 2018년 1월 14일
28)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https://yonseisinology.org)
29) Military Unit Cover Designator, 부대의 기본 익명성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부대 명칭을 부여하며 5 자릿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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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나머지는 CMC의 장비개발부 또는 각 군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전략지원군35 기지라고 불리는 새로운
부대가 군사 Beidu위성의 관리를 포함한 우주 부대의 우주 기반 조사, 지도, 항법 임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지원군은 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불분명한 총정치부로부터 "Three Warfares Base"로 알려진
311부대를 넘겨받았다31). 특히 이 부대는 전략적 지원군 동부기지(战略支援部队东部基地)라고 알려져 있으며 5
개의 전구사령부에 부합하는 하위부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대는 전략지원군의 참모부 직속으로 들어가 우주 및
사이버 인력 모두를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NSD에 속하는 일련의 부대가 될 수도 있다. 전자의 가능성은 전구사
령부를 지원하는 전략지원군 임무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NSD가 넘겨받은 사이버,
전자전 및 심리전 전력의 느슨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연합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많
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지원군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휘부의 등급(우리의 계급)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략지원군의 등급(级别)은 표 1과 같으며 PLA의 등급 체계는 우리의 10계급(소위~장군) 등급에 해당하는 1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PLA 계층에서 조직과 지휘관의 상·하 위치를 정의한다. 그러나 종종 PLA의 일상적인 관행에
서 계급은 언급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PLA에서 조직의 등급은 지휘관의 계급이 아닌, 조직의 등급이 그 권한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어떤 조직에 의사결정이나 업무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준이 된다. 등급 시스템은 장교
들의 잠재적인 진로들을 정의하며, 향후 승진을 위한 순차적 경로가 제공된다. PLA의 많은 장교에게 있어, 조직
합병이나 개혁의 효율화는 궁극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위의 감소를 의미한다.
<표-1> 전략지원군 지휘부 등급과 해당 계급
직위 명칭
전략지원군사령관,
정치위원
전략지원군부사령관,
전략지원군참모장
SSD, NSD사령관
SSD참모장
NSD 12개 국장

등급(Grade)
전구급 지휘관
(Military Theater Leader)

계급(Rank)

부전구급 지휘관

중장(Lt Gen)

군단급 지휘관
(Corps Leader Grade)
부군단급 지휘관

상장(Gen)

소장(Maj Gen)

전략지원군은 이전 GAD의 요소들과 GSD의 요소들 사이의 대규모 합병이기 때문에 이 전의 각 구성요
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전략지원군의 SSD는 통상적으로 NSD의 구조와 대칭으로 구성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PLA의 전반적인 조직 패러다임과 일치한 것이며, 여기서 부(Department)는 국(Bureau)을 포함
하며 국은 처(Office)를 포함하고 있다. SSD와 NSD의 상부는 모두 이중의 직책이 부여되었는데 예를 들어 전략
지원군 부사령관은 전구 부(副)지휘관의 등급을 부여하였다. 이는 전·평시와 승진을 고려한 등급 결정으로 볼 수
있다. SSD와 NSD가 전략지원군 참모부서와 같은 등급으로 나타난 것과 GAD 발사기지들의 다수가 군단장급 조
직이었기 때문에 SSD도 발사기지의 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한 것은 지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
로 판단된다.

(2) 우주전 조직구성
전략지원군의 우주 임무는 비공식적으로 우주군(天军)으로 알려진 중국군 우주군 사령부(军事航天部队)

30) 우주발사 시험기지 33개 중에서 5개가 전략지원군으로 이전되었다.
31) 311부대는 PLA의 유일한 조직으로, 심리전을 수행한다. 『중앙일보』 2018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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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묘사되어 온 부전구 지휘등급 조직인 우주시스템부(SSD)에 부여되어 있다. 중국의 각 군이나 여러 부서에 흩어
져 있는 여러 우주 관련 조직을 하나의 통일된 우주군으로 재편하는 것은 중국군의 큰 숙제였다. 이전에, PLA는
GAD와 GSD에 분산된 자산을 사용하여 우주 임무를 수행해 왔다. SSD는 우주 발사 및 지원, 우주 원격 측정, 추
적 및 제어, 우주 정보지원, 우주 공격, 우주 방어를 포함하여 이전에 GAD와 GSD에 의해 통제되었던 PLA 우주
작전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했다32). 그러나 중국의 유인 우주 임무를 감독하는 부서는 아마도 중
국의 유인 우주 임무를 군사화(militarizing)시키는 외형적인 모습을 피하려고 CMC 장비개발부(Equipment
Development Department)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SD의 작전 부대와 행정기능의 대부분은 이전 GAD의
우주 조직과 인원들을 끌어왔지만, 일부 작전 부대와 임무기능을 이전 GSD에서도 끌어왔다. GSD에서 가져온 구
성요소는 주로 우주기반 C4ISR 조직이다. PLA에서 우주기반 정보지원(天基信息支援)으로 분류되는 C4ISR 자산
으로 군사정보 중심인 구 GSD 2부(总参情报部)는 CMC 합동참모부 산하 새로운 합동 정보국(Joint Intelligence
Bureau, 联参情报局)으로 존속하고, 우주 기반 원격 측정, 야오간[遥感]의 EO 및 전자정보 위성시리즈를 담당하
고 있는 전 우주정찰국(航天侦察局)은 분리되어 SSD로 이관되었다. 위성의 업 링크, 다운 링크, 우주 기반 통신
위성을 관리하는 이전의 GSD 위성 본국도 SSD로 이전되었다. 또한 구 GSD 정보화부 정보지원기지(信息保障基
地)가 CMC 합동참모부 산하 정보통신국(JSD-ICB) 정보지원기지로 재편되었다. 마지막으로 PLA의 GPS체계인
Beidou 항법 위성군을 관리하는 구 GSD의 위성측위 관리소(GSD Satellite Positioning Main Station, 括槿定貫悧
籃)도 SSD로 인계되었다. 작전중심인 구 GSD 제1부의 탐사, 지도, 항법국은 합동참모부 전장환경지원국(BESB,
战场环境保障局)33) 으로 이관되었다34).
현재의 우주군 조직으로 대위성(Anti-Satellite) 연구, 개발, 시험, 운영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전략
지원군이 그 임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탄도미사일 방어(BMD)의 관련 분야도 알 수 없
다. 두 임무는 각각 우주 공격과 방어의 범주에 속하며, 이는 아마도 전략지원군의 소관으로 배치될 것이다. 그러
나 과거 임무수행 경험을 고려할 경우 이미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 PLA 로켓군이나, 이미 대위성 미사일과
BMD에서 제한된 능력을 입증한 PLA 공군에 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8월, 주취안(Jiuquan)
위성 발사센터에서 DN-3의 대위성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 이는 전략지원군이 이러한 시스템을 시험,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따라서 SSD의 창설은 적어도 이전의 GAD, PLA 공군, 로켓군 사이의
우주 임무를 둘러싼 이전의 주도권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GAD는 오랫동안 우주발사, 지원, 원격측정,
추적, 통제 등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적의 위성 운용에 대한 거부나 교란을 시키기 위한 적대적 자산을 보유하여
적의 우주 우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은 세 기관(GAD, PLA 공군, 로켓군) 사이에 나누어져 있었다. 2000년대 중
반부터 PLA 공군 지도부는 방공작전에 대한 핵심 책임을 우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러한
방안으로 통합 공중 및 우주 작전이라는 전략적 작전개념을 제시했다. PLA 로켓군도 여러 지점에 군의 우주 임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로 미사일과 운용체계를 구축하였는데 특히 포병부대의 단거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의 무기는 미사일 유도 및 로켓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정확한 우주 요격에 많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
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PLA 우주 임무를 책임지는 전략지원군의 창설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3자 분쟁에 결정
적인 해결을 해 주었다. 항공 및 우주 기반 C4ISR에 책임을 지는 전략지원군은 우주 분야에 대한 작전과 운용을
위한 그들 자신의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 또는 유지함으로써 PLA 다른 군들의 우주 분야에 대한 발전
노력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PLA의 재편과 CMC의 새로운 기능적 공동 모델이 경쟁상대인 다
른 군과의 주도권 싸움을 완화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체계 개발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더욱더 격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32) 박병관, “중국 우주개발의 의미와 영향”, 『국가전략』, 제 12권 2호, 2006
33) Battlefield Environment Support Bureau
34) 유지용, “중국군 개혁 및 군사 현대화 방향과 전망”, 제 1609호, 주간국방논단,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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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전 조직구성
전략지원부대의 사이버 임무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본부 역할을 하는 부전구사령부급 지휘 조직인 네트워
크시스템부(NSD)에서 수행되며, 때로는 "사이버 부대", "사이버 우주군"이라고도 한다. NSD 조직은 그림 2처럼
사이버 전쟁, 전자전, 그리고 잠재적으로 심리전을 포함하는 임무를 가지고 정보전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이전 GSD 기관들 일부가 SSD의 창설을 위한 부분적인 기반을 제공했던 것처럼, 그들은 또한 NSD의 조직적 핵
심을 형성하고 있다. NSD는 이전의 GSD 3부 본사,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략지원군 제3부라고 불리고 있다.
중국의 전략 사이버 스파이 부대의 대부분은 과거 기술정찰(TR) 중심의 GSD 제3부에 포함되었는데, 이 부서는
NSD로 집단 이동되었다. 제3부의 사이버 임무는 주로 사이버 스파이 및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12개 기술정찰국
(TRB)이 담당했다. 이전 부처 중 기술정찰 임무에 연구 개발, 사이버 분석을 지원했던 전 GSD 56호, 57호, 58호
연구기관도 NSD로 이전했으며 군사과학 연구 중심인 PLA정보공학대학, 뤄양외국어연구소와 같은 이전의 군사 기
관들도 NSD로 이전했고 어떤 경우에는 통합35)되었다.
중국의 전략 사이버 군은 NSD의 핵심 기능이다. NSD는 이전 GSD의 구조에서 발생한 임무 조정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36)은 GSD 4부가 담당했고, PLA의
대망 방어(Counter-network Defense) 임무는 GSD 정보화 부서에서 담당했다. 이전 GSD 4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병력은 이전 제3부서의 사이버 스파이 요소와 통합하기 위해 전략지원군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SD는 PLA의 대망 방어 임무를 통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합동참모부 네트워크 보안 방어 센터
(Network Security Defense Center) 산하 JSD-ICB 정보지원 기지(Information Supprt Base)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4) 전자전 조직구성
우주와 사이버 임무보다, 중국의 전략 전자전 임무는 역사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조직으로 과거 GSD 4
부 내에 집중됐다. 레이더와 전산망 공격도 함께 담당했던 4부는 이제 행정 및 작전 라인에 따라 개편 분할되어,
다양한 요소가 폐지, 재편되거나 합동참모부와 전략지원군으로 이관되었다. 상위 조직인 과거 총참모부 4부 본부
는 합동참모부 네트워크-전자국(NEB)37)으로 재구성되었다. 새로운 형태로, 전략지원군, 전구 명령, 각 군을 포함
한 중국 전군에 걸쳐 사이버 및 전자전 임무지휘를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총참모부 4부 소속인 PLA 전기공학연
구소(Electrical Engineering Institute)는 NUDT(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国防科技大學]에 의
해 NUDT 전자 대책 연구소(Electronic Countermeasure Institute)로 변경되었다.
한편, 전자전 및 네트워크 대응책(Eelectronic and Network Countermeasures)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총참모부 4부의 54 연구소는 네트워크시스템부 산하 전략지원군으로 이전38)했다. 하위부서에서는 최소한 4부의
전자전 부대 중 일부가 전략지원군으로 재배치되었으며, 최근 중국은 군사관련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전자 대책
여단(Electronic Countermeasure Brigades)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조직은 전략지원군 조직 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군 조직개혁 전에 총참모부 4부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자 대응 여단, 파견대 및 기지국을 유지했다. 그런데
도, 총참모부 54 연구소의 재배치는 전자전이 NSD의 조직하에 있다는 중요한 단서로서, 이전의 총참모부 4부의
전자전 부대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략지원군에 할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35)
36)
37)
38)

이영학, “중국의 군사안보-시진핑 시기 중국군 개혁의 평가와 함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년 11월 1일
컴퓨터 작전(CNO)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CNA),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CND), 컴퓨터 네트워크 악용(CNE)로 분류된다.
Network-Electronic Bureau
이용식, “중국의 정보수집 능력과 정보조직 변화 연구”, 『군사논단』,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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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3부, 4부의 사이버 전쟁과 전자전 요소를 통합하는 것은 통합 네트워크와 전자전으로 알려진 정보
전을 어떻게 가장 잘 싸울 것인가에 대한 총참모부의 오랜 이론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역량
개발과 운용에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의 상호 밀접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거나 통합하여 사이버와 전자전은 상호 배타
적일 수 없다는 개념 아래에 네트워크와 전자전 조직을 통합하였다.
사이버를 대표하는 네트워크 부분과 전자전 통합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두 조직간
의 적절한 임무 분담으로 통합되었다. 과거 사이버와 전자전 영역에 대한 책임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뉘어져 있
었는데 총참모부 4부는 네트워크와 전자전 대응책(공격)을 담당하였고 3부는 사이버 스파이 및 전통적인 신호정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략지원군의 두 조직의 작전적 통합은 개념 전체를 원형으로 하여 네트워크와 전자파 공간에
서 전투력을 통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통합의 상태는 아직 개념적이고 인사, 시스템, 조직의 깊은 수준의 통합
이라기보다는 명칭을 바꾸고 기능적으로 재정의한 결과여서 완전하지 않은 통합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구조 변
혁은 초기의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한 개혁과 통합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쨌든, 더 깊은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한다면, 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전자공격 작전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현대 전쟁 승패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
다.
현재 합동참모부 네트워크 전자전국은 전략지원군과 각 군 및 전구 지휘조직에서 전쟁 수행과 전술을
개발을 감독할 후임조직으로써 통합 네트워크 전자전(INEW) 개념을 전방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
초에는 총참모부 4부가 전략지원군으로 이동하여 SSD 및 NSD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시스템 부서, 즉 가상의 전
자시스템부의 노선을 따라 무언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4부 본부가 네트워크-전자국으로서
합동참모부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은 전략 전자전 부대가 NSD와 통합되어 JSD-NEB가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및 전자전 대응의 통합 개념에 더 잘 부합되게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합동참모부의 네트워크-전자
전 조직과 전구사령부 네트워크-전자전 조직이 언급되고 있으나 NSD가 이전의 총참모부의 어떤 부대를 물려받았
는지, 새로운 기능 부대를 창설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4) 심리전 조직구성
전략지원군은 또한 조직개편의 결과로 군의 심리전 임무 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정치전(Political
Warfare)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개혁 이전에는 총정치부가 군사 정치업무를 수행하는 일차적인 책임
을 지고 있었다. 이 임무는 2000년대 초에 Three Warfares 개념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심리적 활용을 요구하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전 모델로 볼 수 있다. 이는 심리전(心理战), 여론전(舆论战), 그리고 적에 대해 중국의 이익을
진전시키고 상대의 이익을 해치는 인식을 확립하고 전쟁의 이론적 타당성을 형성하는 법률전(Legal Warfare, 话语
权)으로 구분된다39). 과거 총정치부는 이러한 임무에 대한 책임을 전략과 작전 차원에서 분리하였으며 연락부(联
络部)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치전쟁보다 광범위한 임무를 담당하였고 311부대는 대만에 대한 정치전과 심리전의
작전적인 측면을 담당하였다. 부군단장급 조직인 311부대는 평시 총정치국 지휘를 받으며 전시에는 6개 하부 연
대가 정보작전에 있어서 중국의 심리전 작전을 수행하였다.
군사개혁 추진으로 총정치부는 중앙군사위원회로 통합하고 311부대는 전략지원부대로 재배치하였다.
311부대는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략지원군의 군 정치업무 부서 또는 네트워크시스템
부에 포함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후자처럼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NSD가 사이버뿐만 아니라 전자 및 심리
전 등 모든 범위의 정보작전을 지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정보작전 전 분야에 걸쳐

39) 양우천, 『전쟁과 정보활동』, 합동참모본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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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직적인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 이를 평시에 통합하여 전시구조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역사적으로나 현 PLA 학자들은 전쟁에 앞서 전략적 상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심
리적, 정치적 운영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우주전, 사이버전 및 전자전 임무 수행에 심리전의 311부대를 통합하면 도메인 간 지능을 갖춘 심리전
력 군 운영이 가능하고, 상대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불투명한 것은 CMC 정
치업무부(Political Work Department)가 정치전과 그에 따라 심리전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전
에 PLA의 정치전에서 사령부 역할을 했던 전 GPD 연락부는 군 개혁 후에는 지휘구조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
으나 현 PLA의 구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CMC 정치업무부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총정치부
의 정치 지휘권과 GSD의 작전 명령권의 교차점 사이에 불편하게 있던 정치업무와 심리전 업무가 311부대의 전략
지원군으로 이동40)으로 정치전과 심리전 사이의 상호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Ⅳ. 전략지원군의 지휘관계 분석
금번 중국군 개혁은 오랜 조직 관계를 재정의하고 PLA 사령부 관료체제에 걸쳐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
면서 전략지원군 휘하의 여러 조직들에게 임무의 지휘 맥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 CMC의 새로운 합동참모부
는 CMC 작전결정을 전략지원군에 전달할 책임이 있다. 전략지원군과의 CMC조직 인터페이스의 각 여러 구성요
소가 전시 또는 위기 시나리오에서 PLA 지휘와 통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동참모부
는 과거 합동지휘본부, 지상군 사령부, 전략임무를 수행하는 구 GSD를 기반으로 구성41)했다. 군 구조 개혁은 이
러한 책무로부터 지상군 사령부를 분리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기존 우주,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을 수행하는 전략
지원군을 창설하고, GSD와 그 하부기관의 상당수는 합동참모부로서 중앙군사위원회로 격상시켰다. JSD는 작전,
정보, 사이버 및 전자전, 통신, 전장 환경 지원 등 군 지휘권의 다양한 측면을 감독한다. 그러나 JSD가 전략지원군
을 지휘하는 정확한 루트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1) 전ㆍ평시 작전지휘
평시에 전략지원군은 CMC의 합동참모부 작전국(联参作战局) 또는 CMC의 합동작전사령부 센터(联参
作战指挥中部)의 지휘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략지원군이 각군 및 전구사령부의 전략지원에 대한 중앙
지휘와 통제를 모두 담당한다. 합동작전사령부 센터는 각 군과 전구 지휘에 대한 전략적 지휘 역할을 한다고 밝히
고 있다. 과거 GSD 선임부서인 합동참모부 작전국에는 공군작전국(空军作战局)과 해군작전국(海军作战局)과 같은
군별 작전국 및 특수작전국(特种作战局), 정보작전국(信息作战局)과 같은 기능 국 등 다양한 종류의 작전을 담당
하는 하위국 들이 있었다. 이들 종속국 중 일부는 살아남아 처(处)로 재편된 것도 있으나, 작전에 대한 책임이 각
군에서 전구 지역 지휘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전의 각 군 중심 운영의 작전부서가 궁극적으로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전구지역 지휘와 일치하는 조직으로 이동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떤 경우든 전략지원군이 작전을 지시하는 임무를 맡은 것처럼 보이는 명확한 하위부서는 없다. 전략지
원군의 임무를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는 군 구조 개혁 전 작전부(Operations Department) 소속인 정보작전국의
노선을 따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전략지원군에 대한 분명한 권한을 가진 부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40) 『중앙일보』 2018.2.16
41) 작전 지휘계통을 중앙군사위원회 – 5대 전구 – 여단 - 대대 중심으로 명령체계를 간략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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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PLA 전시 작전계획은 작전군(作战集群)으로 전환되어 특정 영역, 지역 또는 전시 활동의 유형에 대한 합동
군 지휘와 직접 작전의 역할을 할 전략, 전구 및 전술적 수준의 임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기본 구조로
볼 때 전략지원군은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전담하는 합동군 조직인 정보작전단(IOG, 信息作战集群]42)
의 핵심 구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작전단은 전투의 전략적, 전구적, 전술적 차원에서 차별화되기 때
문에 IOG는 국가 레벨 또는 전구 레벨에 맞게 유사하게 계층화 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PLA가 사용한
IOG 구조는 국가 및 전구 수준에서 각 군 소속의 구성요소를 감독하는 합동 지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개편 후에도 유사한 합동 지휘구조를 구성할 것으로 본다. 합동작전지휘센터는 국가 전략임무에 대한 지휘통제 업
무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그 조직이 목표를 위하여 각 군을 통하여 작전군을 배치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한 전구 지휘의 새로운 구상은 PLA를 지역 군사작전을 위한 전시구조로 전환할 필요를 없
앴을지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다. 상설 IOG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작전지휘센
터 하에 어떠한 합동군의 조직이 보이지 않으며 대신 전략지원군이 작전과 행정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전략지원군이 평시에도 전시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전시에 더욱더 원활하게 변환될
수 있는 최적화된 군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2) 정보(Intelligence)와 기술정찰(Technical Reconnaissance)
과거 총참모부의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실질적으로 재정비하여, 전략적 수준의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조직을 집중화하기 위해 전 GSD 2부로부터 새로운 합동참모부에 정보국(Intelligence Bureau) 만들었
다. 국가 레벨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는 지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든 All-source analysis를 포함하는 정보(情
报)와 그림 3처럼 군사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기술정보 수집을 지칭하는 기술정찰(技术侦察) 사이의 PLA 구분을
제도화하였다. 이 새로운 구조는 과거 모든 군사정보가 총참모부를 통해 위로 흘러간다는 정보 흐름의 구조를 유
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합동참모부 정보국은 전구지휘의 정보를 통합하여 이전의 총참모부와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며, 부서마다 작전 및 전술 정보 분석에 책임 있는 부서들의 정보를 융합하여 정보를 생산한다. 이
론적으로는 지상군 사령부와 별도로 합동참모부에 정보국을 편입함으로써 과거 육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고 작
전적 필요에 근거한 중요한 임무에 직접 정보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모든 자료 분석과 인적 정보에 대한 전통적인 집중을 넘어서는 정확한 책임이 무엇이며, 높아진
역할에 비추어 볼 때 PLA 내의 서로 다른 경쟁적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정보 수요를 관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
해 어떠한 수단과 정책을 수립, 적용할지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42) Information Operations Group, 2013년 중국군의 정보작전 과학 연구지에 의하면 전시에 PLA가 전쟁 활동의 모든 측면을 지휘하는
IOG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의 임무는 사이버 전쟁, 전자전, 심리전, 방공 전자대책(EP), 정보지원을 포함한 임무 세트에 대해
“groups(群)”라고 불리는 일련의 하위 요소로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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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SSD, NSD, 기술정찰 조직 관계

(3) 네트워크와 전자전

합동참모부의 네트워크-전자국은 전략지원부대, 전구 사령부 및 각 군의 사이버 및 전자전 임무를 관리
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으로 조직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JSD-NEB의 신설은 PLA가 사이버 및 전자전을 위한 군
정과 군령의 이중 지휘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지원군의 사이버 부대는 이전 GSD 부서에서처럼 전략적 국가
차원의 작전에서 각 군과 전구 작전, 전술 수준에서 사이버, 전자전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JSD-NEB의 정확한 책임은 불분명하지만, 작전지침 발행, 책임 영역설정 및 참여 규칙 수립과 같은 감
독,

통합

기능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합동

네트워크

전자전

임무수행을

위한

Dadui(Network-Electronic Countermeasure Dadui)를 설립했는데 이 조직은 지역적으로 구분된 각 부대와 전구
사령부 지휘의 사이버 및 전자전 요소로 구성된 네트워크-전자전 대응책 듀이(Dui)라 불리는 전구 작전개념을 모
두 포함하는 국가적인 네트워크 전자전 대응책인 개념으로 보인다. 이 조직은 5개 군구와 각 군의 사이버 및 전자
전 요소가 결합된 국가 센터로 구성된 네트워크 개념의 전자전 대응센터(ECM센터, 电子对抗中心) 조직으로 이해
된다. 이 조직의 임무는 전자전 지원(ES), 전자정보(ELINT43)), 전자파 영역에서의 목표물 수집 및 공격 선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과거 지상군 ECM센터 임무 범위를 네트워크 정찰 및 타켓팅으로 확장하면서
합동군의 네트워크-전자전 대책 Dadui and Dui로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정보(Information)와 통신

과거 총참모부 정보화 부서에서 개편된 새로운 합동참모부의 정보통신국은 과거처럼 정보시스템, 통신에
대한 군별 관리, 고도의 전투지휘통제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JSD-ICB(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reau)에는 JSD로 이전한 PLA의 모든 정보통신분야의 정보지원기지(信息保障基基)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략지원부대가 중요한 지상 기반 위성 통신 인프라와 우주 기반 데이터 중계에 대한 우선
권을 통제하는데 그것은 우주 공간을 통한 정보 흐름을 라우팅하고 지원하는 1차 조직이기 때문일 것이며 이 임
무는 아마도 JSD-ICB와 중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략지원군이 다운링크 및 업링크를 위한 지역 통신 지상국을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군사위원회, 다른 군 또는 전구 지휘구조에 의해 직접 운영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

43) Electronic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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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전구 지휘개념에서 정보통신 지원 기지가 일부 하위 통신연대를 유지한 것은 합동군수지원군과 같은 맥락에
서 합동의 정보지원군(Information Support Force)44)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V. 전략지원군의 전략적 임무와 역할

전략지원군은 정보가 어떻게 전투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중국의 진화된 이해를 보여준
다. PLA는 분쟁에서 PLA가 우위를 확보하려면 우주 공간, 사이버 영역 및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용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 세 영역(Space, Cyber Domain, Electromagnetic
Spectrum)은 군대가 정보를 수집, 처리, 전송, 수신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무력 사용이 제한된다면 현대 군사작전
을 뒷받침하는 정보화된 시스템 역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 PLA 역사상 처음으로 전략지원부대의 창설은 이
들 도메인에 중요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과 각 도메인의 전장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 책임을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전략지원군의 임무에서 정보지원(Information Support)과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으로 요약
되는 이 두 가지 임무는 전략지원군의 사이버 군의 구성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전략지원군에 이러한 임무 부여는
다른 국가와 충돌에서 정보 우위성을 달성하는 PLA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혁은 시
진핑으로부터 중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또는 해양에까지 현대화하고 운영하라는 군부의 명령을 받은 이
후 정보지원과 정보전에 관한 연구와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고 있다.

(1) 전략정보 지원(Strategic Information Support)
전략지원군의 초대 사령관인 가오진(Gao Jin) 장군은 “전략지원군이 군사 정보통신시스템을 위한 정보우
산(信息雨伞)을 증진시키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정보지원에 있어 전략지원군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특히 “군사 정보시스템은 모든 작전영역에서 육·해·공군과 로켓군의 작전을 위해 통합될 것이며 전쟁
승리의 핵심 세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한 정보우산이라는 의미는 전략지원군이 유일무이한 위
치에서 지원하는 정보의 종류를 직시하면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전략지원군의 우주군은 우주 기반 정보와 통
신의 전략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중국군에서 희망하는 미래 우주군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를 지원하는 것과 정보우산의 기능은 모두 중국 영토와 중국이 자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해외에서의 작전수행 및 유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지원 의미를 담고 있다. 전략정보
지원에서 전략지원군의 역할은 주로 우주군 지원을 위한 정보 및 통신 자산에서 비롯되지만, 사이버 군 또한 사이
버 영역 내에서 공격과 스파이 활동을 위해 기술정보 수집능력의 깊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전략지원군이 군 전
체에 제공하는 정보지원 임무는 5가지 주요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중앙집중 기술정보 수집 및 관리
전략지원군은 이전 조직으로부터 물려받은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정보 수집자산을 대부분을 유지하
고 있다. 우주 기반 전자광학(EO), 합성 개구레이더(SAR), GSD와 GAD에서 운용한 전자정보 플랫폼, 총참모부 4
부의 전자전 시스템, 3부의 장거리 지상 수집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이러한 시스템의 관리는
여러 조직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었고 그 정보는 출처를 기반으로 통합되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
나 조직 개편 후에는 이러한 모든 수집자산을 동일한 조직 아래에 두어 수집된 정보를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정보
44) 육·해·공군 정보통신부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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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및 분석체계, 데이터 및 운영조직 등을 잘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집중화는 다양한 정보를 융
합할 수 있고 또한 전략지원군이 수집의 격차를 인식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평가하여 제기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략지원군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넓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수행해 온 어떤 단일 체계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 정보 인식과 국방 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전구사령부에 전략정보 지원
전구사령부의 기술정찰국과 전구사령부 예하 각 군부대는 자체 지역 수집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지역
적 책임 범위를 넘어 제한된 범위의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수집 플랫폼 자체
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수집 작전이 다소 제한될 수도 있다. 제한된 범위의 드론, 감시 항공기, 해안 기반 레이더
는 정찰 기능을 제공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기경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전략지
원부대의 우주기반 감시능력은 전구지휘관들의 전장 인식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어 그들의 정보 수집에 있어서
중요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우주 기반 정보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국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식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별 요소로서 이미터 특성, 신호 파라미터, 레이더 특성45), 적외선 열 특성 또는 심지어
이미지 프로파일의 형태 등이 있으며 이들은 특정 운영 플랫폼과 무기 시스템을 탐지, 식별, 추적 및 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식별 요소를 개발하려면 특정 플랫폼에서 장기적 기술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감시적인 측면에서
우주 기반 기술수집 시스템이 지상 플랫폼보다 분명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적국의 군사 자산을 목표로
우주 기반 정보수집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략 지원 부대가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 지표들을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이 일차적인 역할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합동군 조기 경보,
방공, 지역 감시를 위한 전구 사령부 내에 있는 작전 및 전술 부대에 제공된다. 전략지원군은 사이버와 전자전 영
역에서 유사한 수동적인 목표물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적국의 수집 센서, 통신, 레이
더 시스템에 대한 재밍과 표적화, 침입을 위한 적 사이버 인프라에 대한 주파수 정보 등을 식별할 수도 있다.

다. 중국의 원근해 PLA 전력 투사
전략지원군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First island chain46)을 넘어 지역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PLA
의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 기반 감시, 위성 중계 및 통신, 원격 측정, 추적 및 항
법 등 정보 체인 전체를 포괄하는 자산을 원격운용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전략지원군 조직을 구성하였다. 장거리
정밀타격, 원양해군 배치, 장거리 무인정찰기 운용, 전략 항공작전 등은 전략지원군이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의존한다. PLA 로켓군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있는 장거리 재래식 타격 임무는 초기 탐지, 식별 및 목
표물로 미사일 유도, 전장 손실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을 전략지원군에 의존한다. 전략지원부대의 우주 기
반 정보제공은 PLA 해군이 먼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준다. 적의 이동, 조
기 경보 및 해상 감시에 대한 전통적인 정보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PLA가 전장과 관련된 탐사, 지도, 기상, 해
양학, 그리고 항법 정보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기반은 함정의 이동과 작전계획을 수립한 전구사령부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SSD에서 운용하고 있는 해양 감시위성, 원격 탐사위성, 수질 탐사위성, Beidou의 항법위성은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해군에 정보를 제공하여 중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Beidou위성은 미국의 GPS위성으로부터 독립된 지구 전 지역에서 운용이 가능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다.

45) 이용식, “레이더 펄스 도착시간차(TDOA) 기반 미상레이더 펄스 반복간격 분석기법”(박사논문), 2017년 2월 22일
46) 일본 Ryukyu 열도 – 대만 –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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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전 세계에서 활용47)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군력의 전개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장
해주는 위성 항법체계이다.

라. 우주전과 핵전에서 전략방어 지원
대위성 미사일 작전, 탄도미사일 방어, 우주 기반 능동작전에 대한 전략지원군의 책임은 명확하지 않지
만, 우주 감시 및 조기경보는 최소한 임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우주 감시는 우주에서
물체를 탐지,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위성 및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전략지원군의
우주군은 베이징과 시안, 위안왕급 추적 함정으로부터 주요 원격측정, 추적 및 제어 데이터를 받는 센터에서 다양
한 수준의 우주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성, 우주 발사,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원격 측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옛 GSD 제3부 산하인 Huian(後安), Korla, Longgangzhen(龍江殿), Shuangyashan 등에 미사일을 추
적할 수 있는 4개 대형 위상배열레이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총참모부 4부의 수동 적인 대 우
주(대위성) 임무는 지상 기반 우주 추적 및 감시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대형 Passive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적의 위성 운용을 방해하는 플랫폼에 표적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합동작전능력 증대
전략적 정보지원에서 전략지원군의 역할은 PLA의 각 군(육·해·공·로켓군)의 작전 부대에 정보를 제공하
는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전략지원군의 우주기반 C4ISR 정보제공 능력은 정보화
전쟁 승리라는 PLA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인 각 전구사령부 내의 합동군(육·해·공·로켓군) 사이에
공통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전략지원군은 정보지원 자원의 중앙 집중식 체계 개발과 관리를 보장
하고 PLA의 합동작전을 위한 System of Systems48)에 대해 중요한 정보지원 역할을 할 것이다. 시진핑은 설립 당
시 전략지원군이 각 군간 시스템 통합, 기술 상호운용성, 정보공유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
략지원군 54 연구소49) 소장도 System of Systems 통합을 통한 정보공유는 미래 합동작전을 위한 근본적인 요건
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 전략정보작전 수행
전략지원군은 전략적인 정보지원 역할 외에도 어떠한 분쟁에서도 정보 우위를 달성하는 역할을 하는 정
보전50)을 위한 중요한 전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CMC지휘부는 PLA가 전쟁 초기 단계에서 적군의 작전 운용체계
를 마비시키고 적군의 전쟁지휘체계 사용을 제지하기 위한 전략무기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우주, 사이버, 전
자전을 공동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중국 군대가 유일한 것이 아니다. 즉 많은 현대 군에서
정보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전을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조한다. 전략 정보전에서 전
략지원군의 중요성은 군사력 및 정보작전단(IOG)이 사용할 전시 개념인 정보전 작전(Information Warfare
Campaign)은 분쟁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기동작전(Kinetic), 우주공간, 사이버, 전자전 및 심리전을 통합하고, 정
보작전의 각 분야가 위기나 갈등의 단계에서 특정한 강점을 갖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작전이 될 것으로 예상

47)
48)
49)
50)

http://bemil.chosun.com/
여러 개의 System이 모여서 하나의 System을 이룬다.
총참모부 4부 전자전을 지원하는 곳으로 전자전을 연구하는 연구소였다.
적군의 첨단 장비에 컴퓨터 바이러스나 소프트웨어 해킹을 통한 적 컴퓨터의 기능 마비나 파괴, 정보 획득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
며 전자전, 사이버 전쟁, 정보 보증, 컴퓨터 네트워크 조작, 공격 및 방어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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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어, 심리전과 전자전은 공격과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행동 전에 수행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전자전
은 통신 및 비통신 신호에 사용될 때 링크가 끊어진다는 측면에서 높은 기회비용을 갖는 사이버 작전과 실제적인
전쟁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동적 타격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능력 때문에 PLA의 핵심 신호전 메커니즘이
된다. 전자전은 중국의 주된 정보작전의 한 요소로서, 적 통신 및 비통신체계에 대한 사용 제지와 중국 자산의 운
용 보호 도구로서 이중의 임무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명시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고서는 확보될 수 없을 때 사이버 작전과 기동작
전이라는 두 가지 분야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화 전쟁의 성격에 대해 중국은 적과 조정이 불가하여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중국이 정보 우위를 확실히 달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이버
작전과 기동타격 모두 의도된 효과가 평시에서 전시로 이행하는 동안 지속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적군을 선제공격하려는 공격자에게 선제공격의 이점을 제공하나 시간과 공간, 환경에 따라서 이러한 능력도
거부, 반격, 불확실한 효과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사이버와 기동타격 적용이 초기
적과 분쟁, 적의 정보 우위 강화, 그리고 신속하게 적의 일사불란한 정립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다. 정보전 원칙으로 상대적 우위(Relative Prominence)는 전쟁의 경계가 파괴되고 갈등이 장기화하면 사이버전
은 전자전이나 기동공격과 비교하면 중요성이 떨어진다. 전자전은 중국이 싸울 가능성이 있는 어떤 분쟁에서도 중
요한 무기가 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다. 적 부대의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가
중국군의 사정권에 들어오더라도 전자전 수행으로 적국의 정보 수집과 정보 처리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일단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이 시작되면, 기동 타격이 전쟁을 지배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심리작전은 대중의 단결을 유
지하고, 적의 의지를 약화시키며, 중국에 우호적인 조건에서 분쟁의 성공적인 결과를 더 잘 가능하게 하도록 외교,
정치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전략지원군은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정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PLA의 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 즉 정보
전과 관련된 분야를 통합하여 정보전 작전계획 및 지휘통제 책임을 일원화함으로써 통합된 군사력, 사이버 스파이
및 공격 등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이다. 전략지원군에 의한 지휘, 통제, 계획수립 및 군사력 개발 등의 통
합은 정보전 수행시 요구되는 복잡한 여러 가지가 PLA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정된 일사불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무쌍한 정보환경에서 정보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전략지원군의 구조적 변화가
정보영역의 싸움이라는 독특한 현실에서 여러 부서를 통합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수많은 지역에 분산된 부대를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 정보전을 수행할 것이다. 첫째로, 전
자전, 사이버, 우주 전, 심리전에 걸쳐 스파이 및 공격 훈련(Espionage and Offense Disciplines)을 병합할 것이다.
둘째, 단일 조직하에서 주로 정보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략적 전투작전을 고려할 것이다. 세 번째로 두 가지
변화 모두 전-평시를 고려하여 통합을 구현할 것이다. 평시에 전시 정보작전단(IOG) 구성을 의식적으로 반영함으
로써, PLA는 전장의 정보를 획득하고, 도메인 간 또는 각 분야 간 정보작전을 응집력 있게 계획하며, 변화하는 분
쟁의 현실에 적합한 정보전이 수행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할 것이다.
과거 정보작전단(IOG) 하에서 전쟁 시에서만 통합되었던 공격 중심의 훈련이 전략지원군 창설로 중국의
사이버 첩보활동과 사이버 공격의 간격이 줄어듦으로써 적어도 구조적으로 전략적 정보작전 수행을 하기 위한 준
비는 끝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분야는 기술적으로 깊게 얽혀 있고, 공통의 자원을 끌어들여 분쟁에 조정되지
않은 채로 방치될 경우, 작전 수행시 기술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이 상당히 반감될 수 있고 자원
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지원군이 한 조직으로 묶는 것은 몇 가지의 장점을 가져다 줄 것
이다. 첫째, 전략적 정보작전을 위해 스파이(Espionage)와 공격을 통합하면 두 임무 모두 공유정찰(Shared
Reconnaissance)51)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능력이 구축되고 난 후 공격 효과에 대한 취약점을 파
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적의 방어태세, 준비태세, 그리고 평시에서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동적인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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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중요하다. 만약 사이버 스파이 및 공격의 두 분야가 분리되어 있으면 두 분야는 네트워크 분석, Coding
분석, 전자파 분석 등에서 중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둘째로, 스파이 활동과 공격을 함께 그룹화하
면 지휘관들은 두 분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반되는 목표와 내재된 트레이드 오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스파이 작전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이익을 위해 상대 시스템과 통신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
시하는 반면, 공격작전은 비록 원가가 주요 정보원을 상실하고 있더라도 적의 시스템을 훼손하고 그의 운영을 제
한하기 위해 그러한 접속 방법을 희생시키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는 공격과 스파이 활동이
본질적으로 모호한 사이버 도메인 운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사이버 접근은 정보나 교란에도 똑같이 유
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중 사용(Dual-Use)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때, 지휘관은 두 가지 옵션을 전체적인 군사
작전 목표와 변화하는 군사적 요구에 대해 지속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전략지원군은 자체적으로 군사력 건설과 정보작전 권한에 대한 이중적 책임52)을 통해 정보전에 대한 군
사작전 목표와 작전계획을 정의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질적
인 부서들의 업무 조정 복잡성 때문에, 중국 군사 학자들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적인
계획수립과 통일된 지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국 군부는 정보전에서 통합된 계획과 지휘를 위한 다음과 같
은 2가지 주요 핵심 요건을 정책적으로 반영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가. 대규모 합동작전을 위한 통합계획
전략지원군은 합동군 계획과 전구작전에서 각 구성군 요소 들에게 가치있는 군사정보를 지속 제공함으로
써 영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략지원군 창설로 과거 PLA 내의 정보작전의 상태를 지상군 보조
요소에서 육·해·공·로켓군과 함께 전쟁의 일차 전선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상응하는 전시 작전군으로서 전략지원군
은 합동작전의 광범위한 PLA 프레임워크 내에서 정보전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보작전단의 1차적인 구성역
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나. 정보작전분야 통합계획
전략지원군은 모든 정보 분야를 단일 지휘조직 아래에 둠으로써 통일된 계획 수립과 지휘의 핵심 요건
을 충족하도록 했다. 중국 군사 학자들은 정보와 화력전(信火一体战)의 통합 개념으로 대표되는 정보전 계획에 하
드킬(Hard Kill) 대책을 포함하는 것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는데, 이는 기존의 장거리 정밀타격과 네트워크 및 전
자전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정찰은 적들의 System of Systems에서 중요한 노드를 식별하고, 기동 타격
을 목표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사작전 계획에서 Hard Kill과 Soft Kill53) 사용 요소를 평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51) 스파이 작전으로 획득된 정보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52) 전략지원군은 군정권으로 자체 군사력 건설, 군령권으로 정보작전을 수행한다.
53) Hard kill은 파괴에 의한 상대의 무력화, Soft kill은 비파괴에 의한 상대의 무력화로 표현되며 살상무기는 hard kill, 비살상무기는 soft kill
개념의 무기로 볼 수가 있다. 레이저 무기 및 유도무기의 hard kill, 레이저 및 고출력 마이크로파 등은 soft kill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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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인민해방군 정보기관과 군사정보 교류

(1) 중국 정부 정보기관
중국은 당의 무력혁명을 통해 이룩된 국가로서, 정보조직의 기원도 당 설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
히, 중국은 당 설립(1921년)과 군 창설(1927년), 국가 수립(1949년) 순서로 정보계통도 당→군→국가의 순으로 설
립, 운영됐다. 이는 중국의 현 정보체계가 지하 비밀조직인 당의 생존보장에서 무장 혁명조직의 전투지원, 그리고
국가설립 후 당, 국가 체제유지와 같이 역사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업무의 내용, 범위 및 대상이 변화됐음을 의
미한다.
먼저 당 정보계통으로 중앙대외연락부(中央對外聯絡部)는 1930년대 중앙연락국(中央聯絡局)으로 운영되
었고, 건국 이후 현재명으로 개칭되어 당의 대외관계 주무부서로서, 사회주의 국가, 전 세계 공산당, 좌파 정당 및
단체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업무목표를 갖고 있다. 중앙연락부는 타 기관의 지역구분과 유사한 형태인 6개
지역국을 운영하며, 국무원 외교부의 업무를 지휘,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위상은
외교부에 비해 높다. 중앙연락부는 당의 대외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외부와의 노출이 적은 편이나,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모두 동 부서가 주무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전선공작부(統一戰線工作部)는 당의 통일전선
주무부서이다. 통전부는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전 세계 화교단체에 대한 통일 공작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나, 대외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기관이다. 통전부의 대(對)대만 공작은 국가공작 차원의 일환으로서 매우 복잡한 업무체
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국무원 정보계통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회,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국가안
전부(国家安全部, Ministry of State Security)는 중국 정부의 대표적 정보기관이다. 정식 설립목적은 “국가안전 및
반간첩 공작을 영도, 관리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및 조국통일의 대업을 보위, 촉진시키는 것”으로 공안부 내
간첩 및 방첩단위와 중앙조사부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어 1983년 6월 설립되었다. 국가안전부의 설립은 중국의 개
혁, 개방정책의 채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중국의 대외개방으로 인한 외국인의 입국 및 내국
인의 출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조직적으로 간첩, 방첩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
가안전부의 설립 초기에는 핵심 9개 공작국과 4개의 직할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었으나, 개혁, 개방의 추진으로 인
한 대외접촉의 증가 및 컴퓨터, 정보통신, 위성, 무인항공기(UAV)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첩보활동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 범위와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2020년대 현재 국가안전부는 부장, 부(副)부장 4명, 예하에 1청, 2실,
2부, 20국으로 구성돼 있다. 심문과 사찰 등을 담당하는 제1국(기요국)을 필두로 국제정보국, 정경(정치·경제)정보
국, 대만·홍콩·마카오국, 정보분석통보국, 반간첩정보국, 사회조사국, 과학기술국, 기업국, 반테러국 등이 있다. 국가
안전부는 직속 기관으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학원, 장난(江南)사회학원을 두고 있으며 지방 조직으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4개 직할시에 국가안전국, 허베이(河北) 등 28개 성(省)·자치구에 국가안전청이 있
다. 구체적인 인력·예산은 공개되지 않으나 정보력에서 미국 CIA, 모사드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이스라엘 중
앙공안정보기관(Central Institute for Intelligence and Security), 영국 비밀정보부(MI6)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
으로 꼽히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에 의하면 화웨이 직원 25,000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국가안전부 요원들로 사이버 및 통신감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음을 발표하였다54).
공안부는 공공치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일반 경찰기관의 업무 외에도 국경수비, 출입국 관리, 소방
및 산불예방, 민간항공, 산아제한, 기술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안전보위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와 파륜
공과 같은 각종 소요진압 및 치안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화사(新華社, NCNA)는 중국의 소식을 대외에 전
54) 『뉴시스』 201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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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고, 외국의 소식을 국내에 보도하는 일반적 통신사의 기능 외에 전 세계 각지의 소식을 수집, 번역, 요약, 분
석하여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 수시 보고한다. 더욱이 신화사는 국가안전부 등 정보기관 요
원의 해외 파견 때 신분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화사는 당 중앙선전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신
화사 사장은 인민일보(人民日報) 사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원 부장(장관)급에 해당한다. 국내 31개 지부, 국외 107
개 지국을 운영하며, 고용 인원은 1만 명이 넘는다.

(2) 한중 외교관계 발전

중국의 외교관계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갈등을 전제로 한 전략적관계, 동반자관계, 전통적 우호관계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이중에서 동반자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우
호 협력관계는 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로 중국이 무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원조까지 제공
하는 나라들을 의미하며 북한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나라와도 동맹을 체결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혈맹관계에 제일 가까운 나라라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동반자관계는 선린우호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어
느 정도 협력과 대화가 활발하게 유지되는 관계로 국가 간에 서로 적대시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
칙하에 공통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수교하는 모든 나라가 여기에 속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중대 문제에 대해 견해가 상호 일치 또는 유사하며 비
교적 민감한 군사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한 관계로 한국, 러시아, 인도 등이 포함된다. 전면적 동반자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의미하며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
다. 협력적 동반자관계는 동남아 국가와 일본이 해당되는 것으로 쌍무문제와 국제문제에 있어서 많은 공동의 이익
이 존재하지만, 일부 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요소가 있는 관계이다. 건설적 동반자관계는 전략적으로 중국과 잠재
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적용하는 관계로 통상, 인권 등
과 같은 쉽게 어려움이 해소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세 번째로 선린 우호관계로서 서로 적대적인 해동을 취하지 않고 일부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는 영토문제, 종교문제, 민족문제
등과 얽혀 있어 잠재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에 있으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증진시켜 나아
가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 번째로 단순한 수교국가로 중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친밀도가 낮
은 국가로 중국과 경제, 안보이익에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들이다.
한중 외교관계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동반자55)로 발전해 오면서 경제,
문화, 정치분야 교류는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나, 군사분야 협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 최초
노태우 대통령과 양상쿤 국가주석은 한중수교시 선린 우호 협력관계에 합의했다. 1995년 11월 중국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장쩌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
령이 북경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의 시대를 열었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
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2005년에는 후진따오 국가주석이 한
국을 방문한 이후 양국 정상들의 상호방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
되면서 양국간에는 정치, 경제, 문화 뿐만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많은 교류가 있었다. 2014년 서울에서 한중 정

55) 중국 외교에서 동반자라는 의미는 협력하여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미이며 위험을 함께 겪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사이로 군대에서 같
은 불로 함께 밥을 지어 먹는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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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을 개최로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면서 양국 군사관계가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군사외교는 외교의 한 영역으로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군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자국의 군사 투명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외국과의 군사교류나 공동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상
호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서방세계의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책
임 있는 국가로 인식할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파워와 달리 정치적, 문화적,
군사 사상, 군사문화, 이미지 제공 등의 소프트파워를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
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3) 한중의 국방정책과 군사협력
일반적으로 군사협력의 목적은 양국이 군사협력을 통해서 상호 군사적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유지 환경을
발전시키며 상대국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을 탐색하는 데 있다. 국가간의 군사적 상호관계는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 단계로 구분된다. 군사교류는 국가간 상호이해 및 신뢰제고를 위한 제반 군사활동 차원의 인적 교환방
문, 상호 훈련참관, 항공기 및 함정 상호방문, 군사교육 교류, 문화예술 및 군사체육 교류, 군사학 상호 연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군사협력은 군사교류 다음 단계로서 국가간 공동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
로 안보정책 공조, 정보 및 첩보 교환, 방산협력, 연합훈련 연습, 군사기지 제공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군사동
맹은 상대국과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를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외교관계와 주변국의 관계 등이 고려된 것
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설안보협의 기구 설치, 합동 군사훈련, 공해상 사고방지 협정, 국경에서 신뢰구축, 지
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 체결, 특정 안보사항에 대한 공조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국가안보목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 프로세
스 구축, 신뢰 외교 전개를 3대 전략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국방의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우호관계를 더욱 증지시키고 국제평화 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 지향적
자주국방 역량강화, 한미 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외교 협력강화,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등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행복한 선진국방 환경 조성을 국방운영 4대 중
점으로 국방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전부터 군사외교전략의 핵심으로 주변 환경의 안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중국
의 국가대전략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56) 완성,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
등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급격한 국제질서의 변화가 일
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는 상호존중, 협력의 강대국 관계를 주문하고 주변국가는 공동체론을
피력하여 갈등의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에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고 있는 시진핑의 군
사전략은 2015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중국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 ① 국내적으
로 중화부흥(中華復興)과 대외정책으로 대국 상호간 핵심이익57)을 상호 존중하면서 공동발전하는 신형대국관계
(新型大國關係)수립 ②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위한 국제문제에 적극 참여, ③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과 글로벌
56) 모든 인민이 의식주가 해결되는 부유한 사회
57) 핵심이익은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통일, 정치제도와 사회안정, 경제의 지속발전 등을 의미한다.
2013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어도 해양 영주권 문제도 핵심이익에 포함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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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에 공동으로 대응, ④ 해양강국58)으로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한 해양강국 건설, ⑤ 주변국과 관련하여 평화롭
고 안정적인 인접국 환경 유지 ⑥ 정보화 건설을 위한 연구와 실천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전략 목표
는 정보화부대 건설과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중국의 군사전략은 비
군사적 위협의 증가에 따라 ① 돌발사건과 군사적 위협 대응, 국가 영토·영공·영해 주권과 안보수호, ② 조국통일
수호, ③ 새로운 영역의 안보 및 이익 수호, ④ 해외 이익 및 안보수호, ⑤ 전략적 억지력과 핵 반격 행동 확보,
⑥ 지역과 국제안보 협력 적극 참여 및 세계 평화수호, ⑦ 반테러, 반분열 강화, 사회안정 수호, ⑧ 재난구재, 권
익보호, 경제사회 건설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면 중국은 기존 방어위주 전략에서 공격과 방어가 겸비된 남중
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이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국의 안보 위협요인을
미국의 아시아지역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언급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을 중국의 위협국으로 간주하
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 가속화와 군사적 긴장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군사현대화 추진 필요성을 언
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路), 6대 경제회랑59)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군의 전략적 확보와 해외 이익의 안전수호를 위한 군사전략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한중의 군사협력은 한중 외교 관계와 비슷하게 추진하였으며 먼저 선린 우호협력단계(1992~1997)에서는
양국은 각 대사관에 무관부를 설치하였으나 고위급 인사교류는 없었으며 정치, 경제분야에 비해서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제한적이나마 체육교류, 국방 학술대회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협력 동반자관계(1998~2002)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한국에서는 조성태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
다. 당시 중국은 국방장관에게 중국 최정예 난징군구 179여단과 북해함대사령부, 수도방공센터 등을 공개함으로써
군사교류 단계를 협력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양국의 군사사절단 교환방문, 공동 해상구조 및 수
색훈련, 양국 군함의 상호방문, 한국군 수송기 중국 방문 등이 이루어졌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2003~2007)에
서는 양국간의 정치적 교류협력이 한단계 더 진전되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등의
공동성명과 군사교류 확대를 언급함으로써 고위급, 실무급, 그 밖의 교류도 활성화되었고 초보적인 형태로 연합훈
련이 실시되었다. 육군 3군사령부와 지난군구 간, 해군 2함대와 북해함대간, 3함대와 동해함대간에 교류를 시작했
으며 공동으로 수색훈련을 실시하였다. 공군은 정기적으로 공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기간에 핫 라인이 설치되
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2008~2012)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
화되었다. 해공군 직통전화 설치, 쓰촨성 지진피해시 한국공군의 수송기 피해지역에 긴급물자 수송 등 양국간의
군사협력이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하자 그 취약점이 드러났다.
2010년 3월 연평도 포격 사건시 한국군은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강화하자 중국은 연합훈련을 반대하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한중의 군사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그러나 2011년 양국 국방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는 인식을 같이하였고 동년 군수협력회의에서 재난구호시 상호지원 양해각
서를 체결하였고 군별 회의, 해군함정 상호방문, 체육부대 상호방문, 군사교육기관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졌다. 성
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2013~현재)에서 군사교류는 국방장관, 각군 참모총장, 총참모장, 부총참모장, 정치위
원 등의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40여 차례 있었으며 중국 지휘참모대학에도 우리 군이 파견하게 되었다. 북
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군 유해 송환, 국군교향악단 중
국 방문, 합참 전략부서간 회의, 양국 국방장관 핫 라인 설치, 군사 연구기관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4년 사드(THAAD) 설치논의가 시작되면서 한중관계는 냉각기를 갖게 되었고 2014년 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
됐다. 중국의 관점에서 한국에 사드배치는 X-밴드 레이더가 탐지하는 범위가 한반도 방위의 필요를 크게 넘어 아
58) 해양자원 개발, 해양 영유권 보호
59) 중국-몽록-러시아, 신 유라시아 대륙 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 반도,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
도-미얀마 등의 경제권을 철도, 도로 등의 물류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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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대륙 내부까지 미치므로 이것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탐지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과 한국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로 편입되고 한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며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이 구축되는 것을 우려하여 한·중 외교
관계 및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교착상태를 가져야 했고 경제적 보복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강한 보복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노골적이고 대규모로 경제보복을 하면 한국이 완전히
미국과 일본 편으로 넘어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완전히 편입된 상
태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다른 외교적 공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하여 자국민들의 한국 여행 자제, 기지를 제공한 롯데 회사에 대한 보복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한
중 고위층을 2017년 하반기 이후에도 정상회담을 지속 유지하였고 사드배치 문제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가 2019년부터 다시 시작되어 방공식별구역(ADIZ) 무단 침범, 직통전화(핫라인) 설치, 군사교육 교류, 국방협력
강화 방안,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문제, 재난구호 협력 추진 등 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 한중 군사 정보분야 상호교류

한중간 비전투분야에서 군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사 정보교류는 아직 구조적인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아직 냉전적인 국제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중관계의 깊은 군사정보 교류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양국간 군사발전
에 최대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고 또한 한국과의 군사발전을 독립적인 군사발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중 군사
관계 발전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동맹수준으로 전통적 우호관계
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군사교류가 깊게 진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시 중국은 북한 편을 들면서 한미 대 북중의 대결로 문제를 확대했고 연평도 포격사태 시에도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 채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도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 것을 주장
하였다. 이러한 한중관계는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주로 군 인사교류에만 치중하여 한반도 평화 안정
및 통일 추구, 군사교류 확대방안 발표 등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감한 북한의 핵 및 SLBM, 테러 등
과 같은 필요한 정보자료는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미국과 동맹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중요
한 관건이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관점에서 국가안보의 기반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가안보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고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한중관계의 증진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한반
도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를 시도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군사협력은 적국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근원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의 신한반도 균형자론과 한중동맹
론은 한중관계를 한미관계 및 북중관계의 종속변수로부터 점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에 북중관계 속에서 한중관계를 바라봤으나 이제는 북중관계가 아닌 한중관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미중관계는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불
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한중관계는 구동존이(求同尊利)에 입각하여 상대방과 이해를 같이하는 사안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 마찰을 피하고자 서로가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교류를 추
진할 것으로 판단된다60).
한중 군사교류를 제약하는 또 하나는 한국과 대만의 군사교류이다. 한중수교 이전에 한국과 대만은 형제

60) 라미경, “중국과의 군사협력 평가 및 증진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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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였지만 한중수교 이후에는 비수교 상황이다. 그러나 양자간 민간 경제협의회가 복원되고 군사대학간 학생교류
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정보교류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과 군사교육 교류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보교류를 위한 군사협력은 사실상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비록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더라도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선 현실적인 것부터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해상 재난구조,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국제 평화유지활동 등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처
하기 위한 군사정보 교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국가 안보환경은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인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는 국가존립, 정권유지를 위해 전쟁의 수단을 써 목적을
달성한 단순한 군사적 안보개념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리즘, 해양범죄, 사이버 범죄, 환경
오염, 전염병 등 비군사적인 요소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여러 국가
가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해 국가별로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현안문제로 추진하고 있다. 비군사적인 위협 유형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 개인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불
법 마약 거래, 해양범죄, 사이버 범죄, 밀입국, 그리고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전염병, 재해재난 등이 비군사적
위협요인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군사적인 위협의 특징은 한 국가의 국경을 쉽게 인접한
국가로 전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초국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2019년 나타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구촌 곳곳을 휩쓸고 있으며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
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발생한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AI) 등 인
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와 정보교
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지역과 국제안보에 적극 참여, 세계평화 수
호, 반테러·반분열 강화, 재난구재, 인민 권익 보호를 언급했듯이 비군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도 노력하
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을 포함하
여 비군사적인 위협요소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서 역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현안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로 한중의 군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사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군사협력 단계로 진입
하여야 한다. 군사협력 단계를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는 쉽지는 않지만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중관계의 성
숙도, 북중관계 변화 여부, 중국의 군사외교 추진 방향, 미중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 북핵 개발 등 여러 가지 복
잡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한중 군사관계는 북중 동맹관계, 한미관계, 경색된 미중관계 등으로
인하여 단순한 인사교류의 낮은 단계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 이후 국방부장관 및 군 고위 인사 상호방문,
각종 교육 및 훈련 교류, 핵실험으로 북중관계 악화, 중국군의 대외 군사외교 확대, 미중관계 개선으로 많은 발전
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중의 군사분야 공동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정책 공조, 방산
기술 협력, 주변국의 군사동향 및 핵무기 개발자료 공유, 군사훈련 참관, 한중간 공역문제61) 협조 등에서 낮은 단
계의 군사정보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로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 아래에서 군사정보 교류협력을 확대해보는 방향이다. 현재 역내의 안보
구도가 한미,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북중, 북중러를 축으로 하는 공산진영의 틀 속에서 불신과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간 군사협력이 강화될수록 자국의 안보이익이 위협받을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감싸는 조치를 함으로써 한반도 안정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도 속에서도 경제적 상호 의존성, 문화의 유사성, 인터넷의 확산,

61)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서 비행관제에 대한 시행을 책임지며, 현재 중국의 공역은 비행정보구역, 관제공역, 공중제한구역, 공중위험구역,
공중금지구역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저공공역은 관제공역, 감시공역과 보고공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로 4,000미터 이하
의 상공이다. 공역은 주로 고도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국의 공역분류는 ICAO 국제기준과 달리 전체가 관제공역이며 비관제공역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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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 미국주도 림팩(RIMPAC)훈련에 중국 참여 등이 다자안보협력
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과 중국이 다자간 군사협력을 견인하여 역내지역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한중이 협력한다면 동북아 냉전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로 한국과 중국의 정부와 군 정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국가의 정보 분야에서 근무한 현
역이나 예비역, 군사정보 전문가들 간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군, 정치, 경제, 사회, 정보통신 등 모든 분
야에 대한 허심탄회한 정보의 토론장을 가질 수 있는 한중국 정보인들 만의 포럼(한중 정보포럼)62)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2002년부터 한중 예비역과 군사학자들 간의 한중간 안보를 교류하기 위한 한중 안보포럼이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현상공유에 그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북한과의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성화
돼 있고, 지리적으로도 접하고 있어 포럼이 만들어지면 양질의 대북정보 정보를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의 핵 문제, 전략 미사일 개발 및 배치, 군 전력 배치, 북한의 전략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중국의 위성을 이용한 정보수집능력이 탁월하므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변국의 정보도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팽팽할 경우 이 포럼을 통해서 중국
정부를 거친 북한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북 개혁개방, 동북아지역 평화발전, 한반도의 자주적 평
화통일을 이루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로 발생되는 한국정부의 여러 가지 군
사정책적 결정과 실천이 중국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잘 듣고 서로가 이해하는 기회의 장
이 될 수 있다.

VII. 결론

2009년부터 PLA는 군 개혁을 위해 조직구조, 전쟁의 모델, 그리고 중국 IT기술의 발달, 첨단화한 군 무
기체계, 군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하여 우주, 사이버, 전자전, 그리고 심리전 조직을 통합, 중앙 집중화하는 전략지원
군을 창설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러한 군 구조 개혁은 PLA가 우주, 사이버 공간, 그리고 먼 바다의 전략적 국경에
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육지에 기반을 둔 영토 방어에서 확장된 전력 투영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전략지원군은 새로운 전략적 방법의 하나로 정보화된 전쟁을 기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
보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연구하여 2015년 말에 창설되었다.
주요 개혁 핵심내용으로 전략지원군은 PLA 각 군과 그 이전 일반 부서에 걸쳐 다양하게 퍼져 있는 우
주, 사이버, 전자 및 심리전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여러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다양
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효율성이 향상되고 특정 유형의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여 전
략지원군의 정보작전(IO) 임무들은 미래 전쟁에서 승리에 결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략지
원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며, 전략지원군은 두 개의 핵심부서를 관리 감독하는데 그중 하나는 우주분야 작전을 담당
하는 우주시스템부와 사이버 분야와 정보작전을 책임지는 네트워크시스템부이다.
우주시스템부는 과거 총장비부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화 되었으며 현재 PLA 우주 작전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다. 우주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주 발사 및 지원, 원격 측정, 추적 및 제어, 우주를 기반으로 한
정보 지원, 그리고 우주 전쟁 등을 담당하고 있다. 네트워크시스템부는 이전 총참모부 3부, 사이버전, 전자전, 심
리전, 기술정찰 등의 조직과 인력을 포함하여 PLA에 있는 모든 전략 정보작전(IO) 부대를 통합하였다. 이러한 중

62)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즉 '지소미아'란 첫째로 군사교류 및 협력, 둘째
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수집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포함해 미국·러시아 등 3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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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집중화는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과제를 해결하였고 PLA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 사이에서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임무를 공유하며 군별, 전구 지휘구조에 따라 부대를 배치하였다.
PLA는 지금까지 전략지원군의 창설에 대해 처음부터 조직을 새로이 구축하는 대신 기존 PLA에 있는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재조정을 했으며 조직 구성요소를 이동한 다음 지휘 관계를 재정의하였다. PLA개혁은 평시
군사지휘 조직을 전시 전쟁에 최적화된 것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략지원군은 미국의 전략사령부
(USSTRATCOM)를 모태로 하여 모델링 되었으며, 중국 고유의 접근방식과 임무 과제를 고려하였다.
전략지원군은 전략 정보지원과 전략 정보작전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전략지원군의 전략적 정보지
원 역할은 기술정보(Techniques Intelligence)를 중앙 집중화하는 것으로서 수집 및 관리, 전구 지휘에 대한 전략적
정보를 제공한다. PLA 전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주 및 핵 영역의 전략적 방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한다. 전
략적 정보작전은 공간, 사이버 영역에서 적의 운영 체제를 마비시키며 전자전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적의 전쟁
명령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다. 전략지원군은 여러 분야로 나누어진 정보전을 통합하였는데 사이버 스파이와 공
격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PLA의 정보작전 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본다. 정보작전 계획 및 개발, 정보 운영에 대
한 모든 지휘통제를 직접 수행한다. 또한, PLA의 심리전 임무와 정치전 임무의 요소들이 통합됨으로써 앞으로 심
리적인 작전에 많은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본다.
한국군과 중국인민해방군과 군사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군사적인 위협요소부터 정보교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동북아 군사적인 구도 속에서 상호신뢰 있는 한중 군사협력관계 확대는 매우 제한적
이다. 한중관계의 군사발전을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요소부터 교류를 체계화해야 한다. 사회
적인 접촉과 경제 및 문화교류 활성화로 서로의 인식과 가치의 변화를 유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공
동의 국방정책 공조, 주변국에 대한 정보교류, 방산협력,
연합훈련 참여로 동북아에서 긴장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군사교류를 추진하면서 한미관계를 무
시할 수 없는 중요한 관건이다.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한중 군사교류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군사교류 추진을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 아래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안보구도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민주진영과 북중러를 축으로 하는 공산진영간 대립으로 긴장감이 팽팽하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이 다
자안보협력체제 아래에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면 북핵문제, 군비경쟁과 같은 심각하게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
한 군, 정치, 경제, 사회, 정보통신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허심탄회한 정보의 토론장을 가질 수 있는 한중국의 정보
인들 만의 포럼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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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 핵무기 운반수단 및 공개정보를 중심으로-

김황록 (전.국방정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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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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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술미사일 고도화 위협
IV. 위협종합 및 우리의 대응방향

I. 문제제기 : 치밀하게 계획된 김정은의 ‘핵무력 전략적 구상’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정권은 집권 첫해인 2012년부터 핵무
력 고도화의 길로 곧바로 들어섰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전략
적 구상을 세 가지 트랙으로 설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했다.
트랙#1은 신형 백두산엔진을 개발하여 화성계열 IRBM 및 ICBM을 완성하는 계획이었다. 트랙#2는 신
형 북극성계열 SLBM으로 무기체계 특성상 트랙#1보다 장기적인 계획(8-10년)이었다. 트랙#3은 신형 단거리 전
술미사일 고도화 계획으로 트랙#1, 2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강압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면서 선(先) 트랙#1 완성
이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전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했다. 2013년 3월
31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핵건설 병진로선’을 채택하였고, 연쇄적인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다양한 새
로운 핵투발수단을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유는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트랙#1이 종료되어 대미 핵 직접억제력과 협상력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김정은은 2018년 4월 20일 당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병진로선’에서 ‘경
제총집중로선’으로 전략적 전환을 선언을 하고 고도화된 대미 직접 핵억제력과 강화된 협상력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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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전략적 구상과 로드맵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은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두 차례 성사되었으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서 협상이 결렬되자 북핵 비핵화 국면은 교착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그동안 은밀
하게 진행 중이었던 트랙#3을 2019년 5월부터 먼저 과시한다. 이후 최소 3종의 신형 단거리 전술미사일을 2020
년 3월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16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해 완성하고, 북한은 실전배치에 들어갔다. 트랙#2는 2019
년 7월부터 김정은의 현장지도를 통해 신포조선소에서 건조된 대형 3천톤급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전략무
기의 전력화가 임박했음을 과시했다. 이로써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트랙#2와 트랙#3의 핵투발수단을 지
속적으로 고도화한 사실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 핵무력 고도화 로드맵은 사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수립 하에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었
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핵무력 고도화의 수준은 선대인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핵 및 운반수단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확인됐다.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특히 미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미국과의 현상유지가 아닌 현상을 변경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강화된 핵무력과 협
상력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상수입장으로 만들었고, 북한은 커진 몸값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핵화 협상 상대가 미국이라며 한국을 소외 및 무시하고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을 해결하려면 그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간파해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해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유익하지 않
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II. 전략미사일 고도화 위협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크게 전략미사일(북한식 용어로는 ‘전략탄도로케트’1))과 전술미사일(북한식 용어로
는 ‘전술탄도로케트’ 또는 ‘전술유도무기(탄)’)로 분류한다. 전략미사일은 다시 ‘중장거리탄도로케트’(IRBM)와 ‘대륙
간탄도로케트’(ICBM)로도 구분한다. 김정은 시대 개발한 전략미사일은 화성계열 미사일로는 화성-12/14/15형, 북

1)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탄도로케트’라고 부른다. 구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미사일을 ‘로케트’라고 부른 데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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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계열 미사일은 북극성-1/2/3형이 포함된다. 전술미사일은 기보유 스커드계열 미사일과 노동미사일, 그리고 이
른바 북한판 신형 이스칸데르형(KN-23/19-1)·에이태킴스형(KN-24/19-2)·초대형방사포(KN-25/19-5)2) 등을 포
함한다.

(1) 화성계열 전략미사일 고도화 위협

가. 대출력 신형 백두산엔진 시험에 성공
김정은 시대는 백두산 엔진(구소련제 RD-250엔진을 개조한 것으로 추정)을 새로 개발하여 화성계열 미
사일인 화성-12형 IRBM과 ICBM인 화성-14형 및 화성-15형 등 3종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먼저 백두산엔진은 2016년 4월 9일 북한이 최초로 엔진연소시험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관련제원
과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아래 【표 2-1】은 북한이 김정은 참관 하에 엔진시험을 성공적으
로 진행했다고 공개한 내용을 요약했다.3)

【표 2-1】 신형 ICBM용 대형엔진 시험 공개내용
구 분
1차 시험
(2016.4.9)
2차 시험
(2016.9.20)
3차 시험
(2017.3.18)

주요언급 내용
“짧은 기간에 연구제작 … 시험에서 완전 성공하는 놀라운 기적 창조 … 새로 설계제작한
발동기의 기술적 특성들을 평가하는 데 목적 … 또 다른 형태의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확고
한 담보를 마련
“새형의 정지위성 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 …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는
단일발동기로서 추진력은 80tf, 지상분출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 지표
들이 정확히 도달
“지난 시기의 발동기들보다 비추진력이 높은 대출력발동기를 완전히 우리식으로 새롭게 연
구제작 …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뽑고 …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대사변 … 김정은이 ‘3.18혁명’이라 언급”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16년 4월 9일; 2016년 9월 20일; 2017년 3월 19일.

2016년 4월 9일 발표내용은 북한이 ‘백두산엔진’을 새로 설계 및 제작한 이후 기술적 특성 작동 여부만
을 처음 평가하는 엔진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으로 평가된다. 9월 20일 엔진시험 시에는 실제 추력과 연소시간을
점검하기 위해 80tf(톤포스/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약 200여 초(3분 20초) 동안 연소하면서 기술적 지표
와 계통들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1】 북한의 백두산 엔진 2·3차 시험 차이점 비교
신형 대출력 엔진 2차 시험

신형 대출력 엔진 3차 시험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16년 4월 9일; 2017년 3월 18일.
2) 초대형방사포는 미사일에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식 초대형방사포는 유도기술을 적용하고 비행기술이 탄도미사일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
로 고도화되어 본고에서는 전술미사일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 대성공,” 조선중앙통신, 2016년 4월 9일; 2016년 9월 20일; 2017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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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시험인 2017년 3월 18일에는 위 【그림 2-1】과 같이 주엔진 옆에 보조엔진4)을 추가로 장착하
여 엔진연소시험을 진행하고 성공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나. 신형 화성-12형(IRBM) 시험발사 및 실거리 발사에 성공
2017년 3월 18일 새로운 대출력 3차 엔진시험(마지막 대출력엔진 시험)에 성공한 북한은 불과 2개월 만
인 5월 14일 평북 구성의 방현 비행장에서 김정은의 현지지도 하 새로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다. 북한은 다음날인 5월 15일 보도매체를 통해 “이번 시험발사는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
능한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 … 가혹한 재돌입환경 속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특성과 핵탄두폭발체계의 동
작정확성을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후손만대에 물려줄 고귀한 국보인 ‘주체탄’에는 피어린
결사전을 벌려온 로케트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영웅적 투쟁사가 깃들어있다”고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면서 공개했다. 김정은이 화성-12형을 이른바 ‘주체탄’이라고 명명할 만큼 북한 미사일 개발역사의 한 장면을 기
록하는 중요한 순간이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후 김정은은 화성-12형 개발자들과 함께 기념사
진 촬영, 축하연회를 마련하고 격려했다.5)
아래 【그림 2-2】와 같이 북한이 공개한 화성-12형 발사사진의 엔진분사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18일 신형 ICBM용 대형엔진 3차 시험 시에 식별되었던 4개의 보조엔진이 그대로 확인되었다.

【그림 2-2】신형 ICBM용 대형엔진 3차 시험과 화성-12형 엔진 비교
신형 ICBM용 대형엔진 3차 시험

화성-12형 발사사진(5.15)

* 출처: 로동신문, 2017년 3월 19일; 2017년 5월 15일.

이를 기초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화성-12형 미사일이 소위 ‘3.18혁명’이라고 공개했던 백두산 엔진을 이
용한 1단 추진체형으로 평가했으며, 발표한 최대고각 최대고도(2,111km)를 고려 시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에는
약 5,000km의 사거리를 가진 IRBM으로 평가했다.6)
이후 화성-12형은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북태평양상으로 실거리 위협발사를 통해 실전배치에 들
어갔다. 다음 【표 2-2】는 화성-12형 발사현황이다.

4) 보조엔진(Vernier Engine/버니어엔진)은 탄도미사일의 방향을 조정하는 엔진으로써 내부설계가 복잡하고, 한정된 연료를 보조엔진에 사용
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북한은 화성-12형과 14형에 공통으로 적용했다. 한편, 화성-15형에는 가장
최신 기술인 짐벌(Gimbal)엔진을 적용했는데 이는 엔진배기구(노즐)의 각도를 조절해 미사일의 비행방향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화성-15
형은 두 개의 백두산엔진을 클러스터링한 짐벌엔진을 적용하였는데 두 개의 배기구(노즐)가 움직여서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추력손실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었으며, 미사일 구조가 버니어엔진체계 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해 생산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진전된 기술이다.
5) “주체적 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2017년 5월 15
일; “김정은, 화성-12형 개발자들과 기념사진, 축하연회 마련,” 로동신문, 2017년 5월 20일.
6)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7),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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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화성-12형 IRBM 발사 현황
구 분

장소

주요 과정
미사일

발수

거리(km)

비고
탄착

(km)

4.16

함남 신포

화성-12

1

실패

4.29

평남 북창

화성-12

1

실패

5.14

평북 방현

화성-12

1

787

동해

고도
2,110

8.29

평양 순안

화성-12

1

2,700

북태평양

고도
550

9.15

평양 순안

화성-12

1

3,700

북태평양

고도
770

2
0
1
7

다. 신형 화성-14형(ICBM) 시험발사에 성공 : 1차(7.4), 2차(7.28)
북한은 신형 화성-12형 IRBM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불과 50여 일 만인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평북
방현 일대에서 화성-14형 ICBM을 시험발사하여 성공한다. 화성-14형은 화성-12형(1단체)을 2단체로 길이 및 두
께를 확대 제작한 사거리 약 10,000km 이상의 ICBM이다. 미국 서부지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거리이다.
북한은 7월 5일 로동신문을 통해 “7월 4일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김정은이 “올해 안에 미국 본토타격능력을 보여줄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반드시
단행할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진두에서 직접 조직지휘하여 … 대형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짧은 기간에 우리식으로 새롭게 설계 제작”했다면서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료로 만든 대륙간탄
도로케트 전투부첨두(탄두의 뾰족한 부분)의 열견딤특성과 구조안정성을 비롯한 재돌입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
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여 …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802km까지 상승비행하여
거리 933km 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 … 1계단 대출력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을 재확증
… 2계단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과 작업특성들을 확증 … 최대의 가혹한 재돌입환경조건에서 말기유도 특성과
구조안정성을 확증 … 특히 재돌입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
부첨두 내부온도는 25-45℃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조종장치는 정상작동”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사 시점에 대해서 김정은이 “미국이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
아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않게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라고 언급했다면서 미국 독립절에 의
도적으로 시험발사 날짜를 선정하여 발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미 본토에 도달할 수준의 ICBM 고
도화 위협을 강제로 인식시키고자 했다.
북한이 화성-14형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4일(현지시각) 미국의 아침 방송은 북한 ICBM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뉴스로 도배되었다. CBS와 PBS 등은 다음 【그림 2-3】과 같이 ‘긴급뉴스’로 북한 ICBM의
사거리에 알래스카가 들어온다는 그래픽을 내보내면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까지 사정권에 포함될 것을 우려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월스트
리트저널(WSJ)과 워싱턴프스트(WP) 등도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을 온종일 인터넷판 톱뉴스로 다뤘다.
북한의 과거 미사일 도발 때와는 차원이 다른 보도 행태였다. 이는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도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55년간 중국·러시아 등
을 제외하고 적대국의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든 적이 없었다. 폭스뉴스는 “불량(rogue) 정권 중 최초로 북한이
ICBM을 손에 넣었다”며 “이란도 이렇게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도했다.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이번의 ICBM 발사는
기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알래스카를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것 자
체가 중대한 변화라는 것이다.7)

140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하계학술회의

【그림 2-3】 美 CBS LA의 화성-14 ICBM 발사 위협 보도

* 출처: CBS Los Angeles. 2017년 7월 4일.

한편,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팀은 4일 휴일인데도 워싱턴과 뉴욕 UN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
을 논의하고 북한의 화성-14형 ICBM 발사 주장을 공식 확인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
며 사실상 ICBM 발사를 공식 인정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로 미국과 세계에 새로운 위협이 고조
되고 있다”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도 주문
했다.8)
또한 7월 5일 니키 헤일리(Nikki Haley) UN주재 미국 대사는 5일 긴급 소집된 UN안보리 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다.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4일 틸
러슨 장관의 성명보다 더 강도가 높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미국의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했다.9) 그리
고 미국은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7월 8일 B-1B 전략폭격기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긴급 전개한 뒤 처음
으로 공개적인 정밀유도폭탄 실탄폭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강압이었다. 미국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개적으로 실탄폭격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10)
한편 북한은 7월 28일 자강도 무평리 지역에서 최대고각사격으로 2차 시험발사에도 성공한다. 7월 29일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2차 시험발사는 “최대정점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
행 … 재돌입환경에서도 유도 및 자세조종이 정확히 진행 … 수천℃ 고온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 유지 …
핵탄두폭발 조종장치가 정상동작 확증”되었으며, 김정은이 “오늘 우리가 굳이 최대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 …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우리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무사할 수 없으
리라는 것을 제대로 리해하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11) 또한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일 안에 거의 1,000km나
더 상승하는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제작 완성했다”라며 스스로 단기간에 추가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
다.12) 【표 2-4】는 화성-14형 시험발사 현황이다.

7) “쿠바 미사일 후 55년만의 본토 위협...신경 곤두선 미국,” 조선일보, 2017년 7월 6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6/2017070600273.html(검색일: 2019년 7월 1일)
8) “미 국무 “강력한 조치로 北’ ICBM 책임 물을 것” 연합뉴스, 2017년 7월 6일;
https://www.yna.co.kr/view/MYH20170706000700038(검색일: 2019년 7월 1일).
9) “미, 중러 비토할테면 하라, 우리 길 간다…군사옵션 공개 거론,” 조선일보, 2017년 7월 7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0153.html(검색일: 2019년 7월 1일)
10) “다시 날아온 ‘죽음의 백조’…첫 실탄 폭격훈련,” 조선일보, 2017년 7월 10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0/2017071000156.html(검색일: 2019년 7월 1일)
11)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단행,” 로동신문, 2017년 7월 29일.
12)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안아온 긍지드높이 련속공격 앞으로,” 로동신문 2017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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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화성-14형 ICBM 시험발사 현황
구
일

분
시

장소
최대고도(km)
거리(km)

1차 시험발사
2017.7.4.09:00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2,802
933

2차 시험발사
2017.7.28.23:04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북중 접경지역 인접)
3,724
998

한편, 화성-14형 2차 발사는 1차 발사장소인 방현 일대에서 약 130km 떨어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
대였다. 화성-14형 2차 발사장소는 예상 밖의 장소였고, 【그림 2-4】처럼 발사시간도 한밤중이었다. 당시 북한은
기습발사를 위해서 발사장소 및 미사일 관련 징후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기만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ICBM급인 화성-14형의 2차 발사간 그 동안 한 번도 시험발사한 적이 없었던 자강
도 무평리를 선정한 데 주목해야 한다. 자강도 무평리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약 50km 이내의 인접지역으로 북한의
중요 군사시설들이 위치한 지역이다. 미국이 발사징후가 있는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선제공격으로
제압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민감한 지역인데, 미국이 이 지역에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TEL을
공격 시 중국의 심각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1차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
ICBM을 북중 국경 인접지역에서 다시 2차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미국 본토를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
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위협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단계적인 압박 가중을 통해 미
국 본토 위협 능력을 재차 인식시키려 의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4】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장면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17년 7월 29일.

북한의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틀 연속 성명
과 트위터로 북한을 비난했다.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금지선)’에 도달하면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
과 싱크탱크들은 북한과 거래한 모든 나라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이란식 경제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Michael Pompeo)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북한에 대한 비밀공작 등 다양한 작전을 들여다보
고 있다”라고 언급했고,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미 태평양사령관도 “군사적 선택지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
다. 미 의회도 격앙되었다. 공화당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Jeff Davis) 대변인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
령부(NORA DO)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자 단체인 ‘참여과학자모임’의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선임연구원은 “정상 각도로 날아간다면
로스앤젤레스와 덴버, 시카고 등도 사정권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핵탄두 중
량에 따라 사거리가 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요구하는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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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어오르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3)

라. 신형 화성-15형(ICBM) 시험발사에 성공
북한은 화성-14형 ICBM 2차 시험발사(7.28)를 기점으로 약 4개월, 6차 ICBM장착용 핵탄두실험(9.3)을
기점으로는 약 3개월이 경과된 11월 29일 새벽 2시 48분에 평남 평성에서 새로운 ICBM인 화성-15형 시험발사
에 성공한다. 북한은 공화국 정부성명을 통해 “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
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 지난 7월 화성-14형보다 휠씬 우월한 무기체계로써, 목표한 로케트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
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로 … 최대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50km를 53분 간 비행
하고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며 김정은이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고 밝혔다.14)

【그림 2-5】 화성-14형과 화성-15형 주요제원

* 출처: 한겨례신문, 2017년 11월 30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15형은 총 2단형추진체로 구성된 미
사일이다. 1단체는 2개의 백두산 엔진을 클러스터링한 노즐 2개의 짐벌엔진형이고, 2단체는 화성-14형 미사일의
2단체보다 크기가 확장된 형태의 ICBM으로써(사거리 약 13,000km) 미국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화성-12형이나 14형의 1단체 엔진인 백두산엔진 1개의 추력이 80tf(톤포스)인 반면 화성-15형의 추
력은 백두산엔진 2개를 클러스터링함으로써 화성-14형 추력 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하여 더 무거운 탄두를 더 멀리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엔진 2개의 노즐이 움직이면서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인 이른바 짐벌 시스템으로 화
성-12형이나 14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로 평가되었다.15)
한편, 북한은 11월 29일 노동신문을 통해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우리식 9축 자행발사대차를 만들어
냈다”라고 밝혔는 바, 이 주장의 실체를 공개된 사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과거 북한은 8축형 이동식 차량을 중
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했지만, 만약 9축 차량인 화성-15형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을 북한이 직접 제작 또는 개조
했다면 미국이 추적하기 어려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제약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연구원은 주장했다.16) 다음의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축 이동발사차량 4대에 실린 화성-15형은
13) “미본토 위협 현실화…트럼프 ‘중국에 책임있다’ 보복 시사,” 조선일보, 2017년 7월 31일;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0065.html(검색일: 2019년 7월 1일)
14)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2017년 11월 29일.
15) “북한 ICBM 기술 세계 3, 4위 수준,” 주간동아, 2017년 12월 19일; http://weekly.donga.com/List/3/all/11/ 1159979/1(검색일: 2019년 6월 17일).
16) “화성-15형 실은 9축 자행발사대차가 주목받는 이유,” 민플러스, 201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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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8일 열병식에서 식별되어 북한이 화성-15형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17)

【그림 2-6】 화성-15형 발사 및 열병식 참가(2018.2.8)

* 출처: 민플러스, 2018년 2월 15일.

북한의 화성-15형 ICBM발사에 대해 미국은 28일(현지시각) 북한의 도발 2시간 만에 대통령과 국무장
관,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팀 핵심 관계자의 압박 성명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 기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매우 진지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심각
하게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리틀로켓맨’이라고 조롱하지도 않고 ‘화
염과 분노’ 같은 격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매티스 국방장관도 “북한이 ICBM을 발
사했다”라며 “앞서 발사한 어떤 미사일 보다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세계 모든 곳
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18) 미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북한의 화성-15형 ICBM 능력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셈이다.
한편 화성-15형 공개사진을 본 미국 전문가들은 다음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미사일이
기술적인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19)

【표 2-5】 화성-15형 시험발사 공개 이후 美전문가들의 평가
구 분
위즈먼

평가내용
북한미사일로써 크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 기준에서도 매우 큰 미사일이다.

(핵무기확산방지

화성-14형에 비해 2단 추진체(동체) 너비가 훨씬 넓다.

연구센터 연구원)

이정도 크기의 미사일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북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 미사일 시험은 핵폭탄 무게와 같

데이비드 슈멀러

은 모형탄두를 장착해 실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David Schmeler, CNS 연구원)
조셉 버뮤데즈
(Joshep Bermudez, 38노스
선임연구원)

보조엔진 없이 두 개의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것으로 큰 변화이다.
화성-15형의 앞부분이 더 뭉툭해졌다.
이는 재진입 기술의 진전으로 보인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8(검색일: 2019년 6월 17일).
17) “미 군사전문가 ”북, 9축 이동식발사차량 본격 생산 정황,” 민플러스, 2018년 2월 15일; http://www.minplus.
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99(검색일: 2019년 6월 17일).
18)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처리할 것”,” 한국일보, 2017년 11월 29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290749784848(검색일: 2019년 6월 17일).
19) “‘화성-15형’ 사진 본 美전문가들 “정말 큰, 신형 미사일”,” 노컷뉴스, 2017년 12월 1일;
https://www.nocutnews.co.kr/news/4885886(검색일: 2019년 6월 17일).

144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하계학술회의

화성-15형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게임체인저’란 말도 나오고 있다. 화성-15형 위협의 실체에 대해 미국
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화성-15형이라는 ICBM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인식 및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허버트 맥매스터(Herbert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
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의회가 선제타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20)

(2) 북극성계열 전략미사일 고도화 위협
가. 북극성-1형 SLBM 사출 및 비행시험에 성공
김정은 정권이 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4년 9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 대한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답변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
한 자료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 실제 운용하고 있다는 첩보는 없으나 최근 북한 잠수함
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일부 식별되어 한미 공조 아래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21) 38노스는 2014년 11월
4일 보도에서 “북한이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새로운 시험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2014년 4월에 완성되었다”며
2014년 7월 24일에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67m급 잠수함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22) 이 잠수함이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이다.23) 북한은 2015년 5월 9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고래급 잠수함에서 ‘북극성’으로 명명된 SLBM을
수중 사출 및 수면에서 로켓점화까지 성공한 장면을 보도했다. 이후 2016년 8월 최종 시험발사까지 약 10여 차례
진행한 시험발사 현황은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북한의 SLBM 사출 및 비행시험 현황
구 분
2

1.23

0

5. 8

1
5
년
2

11.28

장 소

내 용

신포조선소

수중 사출시험
수중 사출시험

신포 근해

12.21
1. 8
3.16
4.23

신포 근해
신포조선소

6

7. 9

신포 근해

년

8.24

0
1

비고
김정은 참관

비행시험(실패 추정)
비행시험(실패 추정)
지상 사출시험(추정)
비행시험(약 30km 비행)

김정은 참관

비행시험(약 10km 비행)
비행시험(약 500km 비행)

김정은 참관

북한은 2015년 5월부터 SLBM 사출 및 비행시험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공개 이전인
2014년에는 주로 육상 및 수중(바지선)에서 사출시험을 실시하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신포급 잠수함에서 수중발
사를 통한 사출 및 비행시험을 실시했다.
20) “북한 ICBM 기술 세계 3, 4위 수준,” 주간동아, 2017년 12월 19일; https://weekly.donga.com/3/all/11/1159979/1(검색일: 2019년 6월 17일).
21) “북 잠수함 기지서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식별,” 연합뉴스, 2014년 9월 14일; https://www.yna.co.kr/view/MYH201409140039
00038(검색일: 2019년 6월 20일)
22) Joseph S. Bermudez Jr, "The North Korean Navy Acquires a New Submarine," 38 NORTH, 19 October 2014;
https://www.38north.org/2014/10/jbermudez101914/(검색일: 2019년 8월 7일).
23) 고래급 잠수함은 길이 67m, 배수량 2,000톤, 발사관 1개를 탑재한 최초의 SLBM탑재 잠수함이다. 북한은 1993년 3개의 SLBM 발사관을 갖
춘 러시아제 G급(골프급) 잠수함 수척을 고철로 수입하고 미사일 발사장치와 관련 기술 및 부품 일부를 입수해 역설계 방식으로 건조한 것
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신포급 잠수함이라고도 불리는 동 잠수함은 시험용 잠수함으로써 2016년 8월 최종 비행시험 이후 현재는 미활
동 중이다. 새롭게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톤급의 잠수함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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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9일 보도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참관 하에 전략잠수함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처음
보도했다.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함내소음준위, 발사반충력, 탄도탄의 수면출수속도, 자
세각 등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 수중발사가 최신 과학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이 검증 확인”되었다
며,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에 맞게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 수중발사기술을 완성한 … 위훈을 높이 평가하고 …
우리식의 공격형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에 못지 않는 경이적인
성과이며 … 실전배비되면 적대세력들의 뒤잔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 놓는 것으로 … 임의의
수역에서 … 마음 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김정은이 강조한 내용을 보도했다.24) 그리고
5월 26일 동 매체는 김정은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
다고 보도했다.25) 이 시기 수중시험발사는 ‘비행시험’이 아니라 수중 잠수함에서 사출된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와
점화에 이르는 과정을 시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약 1년 가까이 수차례 비행시험을 거쳐 2016년 4월 24일 북한은 다시 김정은 참관하 시험발사한
위협내용을 공개한다.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핵공격 능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는 길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의 눈부신 성공을 또 다시 이룩 … 최대 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 냉발사체계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이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 특성, 계단열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 완전히 확증, 공고화 … 수중
발사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 … 역사적인 당7차대회를 앞두고 경이적 성과”라고 김정은이 강조한
내용을 포함해 보도했다.26) 2015년 대비 액체추진제에서 고체추진제로 연료를 대체하고 이른바 콜드런치 방법27)
으로 가상 핵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병행한 것을 강조했다.
약 4개월 뒤인 8월 24일, 다음 【그림 2-7】과 같이 북한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핵무력 고도화 기
간 중 사실상의 SLBM 마지막 비행시험을 시행했다. 수중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500km 거리로 날아가 일
본의 방공망식별구역에 낙하한다. 다음날인 8월 25일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핵무력 고도화 계획 및
전략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의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시키고 불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비행시험단계에 진입하는 빠른 속도를 과시한데 이어 오늘
또다시 보다 높은 단계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 진보를
이룩했다”라며 김정은이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며 …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 …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는 손아귀에 …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이번 시
험발사를 걸고들며 또 무슨 고리타분한 수작을 …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제재와 봉쇄, 압박의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무섭게 솟구쳐 오르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줄
것 … 핵무기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 동시에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28)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 성공,” 조선중앙방송‧로동신문, 2015년 5월 9일
“김정은,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등과 기념사진,” 로동신문, 2015년 5월 26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 또다시 대성공,” 로동신문, 2016년 4월 24일.
콜드런치(Cold Launch)란 수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핫 런치(Hot Launch)와 달리 SLBM이 물 밖으로 나와 점화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콜드런치 방식의 장점은 핫 런치 방식 대비 소음이 작고 설계구조가 단순하며, 은폐성이 뛰어나다.
28)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조
선중앙통신, 2016년 8월 25일.
24)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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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북한의 SLBM 비행시험 공개 사진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16년 8월 25일.

비행시험에 성공한 북한은 발사관 2-3개를 장착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3천톤 급에 가까운 잠
수함 건조에 들어갔다.29) 고래급(신포급) 잠수함이 1개의 발사관만을 갖춘 시험용 잠수함인 만큼 새로운 SLBM용
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건조에 착수한 것이다. 북한은 SLBM 비행시험을 완성하고 신형 잠수함 건조를
전환하는 시기에 고체추진제를 지상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지대지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을 후속하여 개발했다.

나. 북극성-2형 MRBM(2017.2-5) 시험발사 성공 및 실전배치 돌입
북한은 2017년 2월 12일,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 참관 하에 북극성-2형(고체연료 준
중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이다. 북극성
-2형은 2016년 8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SLBM을 지대지용으로 개량한 신형 MRBM이다. 신형 고체연료 엔진이
장착된 새로운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은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북한은 2월 13일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이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를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
다고 보도했다. 또한,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 분리후 …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 요격회피
기동특성 등을 검증하였으며…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
게 되었다”고 강조했다.30)

【그림 2-8】 북한의 북극성-2형 시험발사 장면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17년 2월 13일.

29) 김정은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2-3개 갖춘 신형잠수함을 제작하도록 당
간부에게 지시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이만건 당 부위원장(군수공업부장)에게 성공하면 동상을 세워주겠다는 말을 들
었다는 북한 소식통의 발언도 소개했다. “김정은, SLBM 3발 장착 잠수함 만들라,” 중앙일보, 2016년 8월 27일; https://news.joins.c
om/article/20510908(검색일: 2019년 6월 29일); 북한이 SLBM의 발사관 2-3기를 갖추고 장시간 잠행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개발을 진
행해 건조작업이 80%에 달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도쿄신문이 2017년 9월 14일 보도했다. “북한, SLBM 발사관 2-3기 갖춘 신형잠수함
완성 임박,” MK뉴스, 2017년 9월 14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09/618085/(검색일: 2019년 6월 29일)
30)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북극성-2》형 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 전략무기시험발사를 현
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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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5월 21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북극성-2형을 또다시 발사했다. 북한은 5월 22일 북극성-2형
중거리전략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김정은이 실전배치를 승인하고 대량생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발사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시험발사에 성공해 전력화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
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발사를 통해 리대식(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 차량의 냉발사, 단 분리특성, 대출력 고체발동기
의 믿음성과 정확성이 확증됐고, 핵조종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의 영상자료로 자세조종 체계의 정확성도 더 명백히
검토됐다면서 대기권에서 촬영된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31) 북극성-2형 발사현황은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북한의 북극성-2형 시험발사 현황(2017년)
구 분

장소

발수

거리

탄착

비고

2.12.07:55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

1

500km

동해

김정은 참관

5.21.16:59

평남 북창

1

500km

동해

김정은 참관

북극성-2형의 궤도형 이동식발사대는 차륜형보다 산악지역 등 야지 주행 능력이 뛰어나고 고체추진제
사용으로 연료 및 산화제 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은밀성과 기동성 그리고 생존성과 기습발사 능력이 우수해 지상
에서의 선제 기습타격은 물론 미국의 1격으로부터 주한·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
로 평가된다.

다. 북극성-3형 SLBM 수중 사출시험 성공 및 신형 잠수함 진수 임박
북한은 수중발사 잠수함탄도미사일인 북극성-1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대지미사일인 북극성-2형을 만
들어 내는 치밀함과 기술적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2016년 8월 24일 시험용 잠수함(고래급/2,000톤급)에서 발사
한 SLBM이 약 500km 비행에 성공함에 따라 그해부터 신포조선소에서 약 3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 3년이 경과된 2019년 7월 23일 다음의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은 참관 하에 북극성-3형
SLBM용 신형 3천톤급 잠수함 건조모습을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그림 2-9】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사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둘러보고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구체
적으로 요해했다”면서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
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잠수함 이용과 수중작전에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구상”에 대해 설명
31)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또다시 성공,” 조선중앙통신, 2017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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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면서 이 잠수함이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북극성-1형 비행시험에 성공한 이후 약 3년 만에 3천톤급의 대형 잠수함이 건조된 것이다.
SLBM 발사관은 3개로 알려졌다. 이른바 최후병기로 알려진 잠수함은 상대방에게 전력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북한 역사상 잠수함 건조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 과
정에서도 잠수함을 건조해 온 사실은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이중적 행동이기도 하다. 미국에
게 제재를 해제하고 협상에 나오라는 핵무력 과시 목적으로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
은 지난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직후 나온 김정은의 첫 군사행보이기 때문
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은 10월 2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3형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다음 【그림 2-10】과 같이 수중발사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3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1발로 최대 고도 910km, 비행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되었다. 실제 위협사거리는 2,000km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0】 북한의 북극성-3형 시험발사 성공 공개사진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19년 10월 3일.

III. 전술미사일 고도화 위협
북한의 전술미사일은 스커드 B/C(’80년대) → 노동미사일(‘90년대) → 스커드-ER(’05) → 스커드-ER
개량형(‘16) → 이스칸데르형(’19) → 에이태킴스형(‘19-‘20)으로 진화되었고, 대구경 방사포도 300미리(’13-‘16)
→ 400미리(‘19) → 600미리 초대형방사포(’19-’20)로 진화되면서 전술미사일과 유사한 탄도 및 유도장치가 고도
화되어 미사일 범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스커드-ER 개량형부터 김정은 시대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
루어졌으며 정확도가 향상되고 사거리가 연장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형 단거리미사일들은 2019년 5월
에서 2020년 3월사이 시험사격에 모두 성공하여 실전배치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고도화 위협
북한이 기보유했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핵탄두투발능력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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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3차 핵실험과 북미 간의 핵전쟁 소동 국면(3-5월) 이후 북미관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듯하다가 2014년 들어 김정은이 전략군 예하 탄도미사일부대 현장지도를 통해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의 실
전 타격능력을 점검하면서 고도화가 시작되었다. 김정은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및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핵투발 능력과 유도성능 개선으로 정확도 향상을 위한 고도화에 치중하면서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공개했다. 이
시기는 김정은 정권이 신형 화성계열(IRBM·ICBM) 및 북극성계열(SLBM) 엔진 및 동체를 은밀하게 설계 및 제작
중인 시기이기도 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왔다. 1976년 이집트로부터
스커드-B를 도입하여 역설계를 통해 스커드 미사일 자체 생산에 성공했고, 이를 개량(B/C: 사거리 300/500km)하
여 1988년에 작전배치를 완료했다.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과 2000년대 들어서는 스커드 개
량형인 사거리 약 1,000km인 스커드-ER을 개발하여 작전배치를 완료했다. 스커드-B/C는 한반도를, 스커드-ER
및 노동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일본에는 주일미군과 UN사
후방기지가 있다. 북한에게는 주요 타격목표들이다. 이러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기반으로 북한은 대포동 1호를
2006년과 2009년에, 대포동 2호를 2012년과 2016년에 소위 위성(은하/광명성)이라 주장하면서 발사했다. 대포동
미사일 1단체는 노동미사일 엔진을 클러스터링했고, 2단체는 스커드미사일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포동미사일 발사로 축적된 단분리 기술 등으로 김정은 시대인 2017년 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시작 이래 약 40
여 년 만에 ICBM 개발에 성공한다. 결국,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의 개발과 독자적 미사일 제조 기술
능력 축적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1, 2차 핵실험 전후나 위기조성 시마다 주기적으로 실제 발사훈련을 했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은 탄두의 크기나 무게 면에서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하여 운용하기에 가장 용이한 미사일이다. 김정은 정
권의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빈번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보유 중인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가장 먼저 장착하여 핵무력 고도화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강압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표 3-1】은 김정은 시대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발사현황이다. 2012-2013년도에 탄도미사일 발사사례
는 없다.

【표 3-1】 김정은 시대 스커드/노동미사일 발사 현황
구 분
스커드
노 동

계
24발
4발

2014
11발
2발

2015년
2발

2016년
6발(ER)
2발

2017년
5발(ER)

(2) 신형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고도화 위협

소위 신형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탄)’라고 언급>은 2019년 5월 4일부터 본격
적으로 식별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북미간 기싸움이 벌어지던
비핵화협상 교착국면의 초기이다. 북한매체는 4일 오전에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240미리 방사포와 300미리 방
사포를 포함하여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고 5일 보도했다. 합참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2발로써 최대
240km 비행,고도는 약 30km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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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김정은 시대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발사 현황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19년 5월 4일.

이후 북한은 2019년 5월 9일(2차) → 7월 25일(3차) → 8월 6일(4차) 등 총 3차례의 추가 시험발사를
거치면서 마지막 4차 내륙발사에서 정밀타격에 성공하고 김정은이 관련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다. 발사
현황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 3-2】 김정은 시대 신형 전술유도무기(‘이스칸데르’형) 발사 현황
구 분
일시/장소
발수
비행거리(km)
고도(km)
속도(마하)
비 고

1차
5.4/호도반도
2
240
미포착, 30
미포착, 5.9

2차
5.9/평북 구성
2
420, 240
40, 40
6.4, 4.9
내륙 발사

3차
7.25/호도반도
2
600, 600
50, 50
6.5, 6.9

4차
8.6/황남 과일
2
450, 450
37, 37
6.9, 7.4
내륙 발사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저고도를 유지하면서 마하 6이상의 빠른 속도로
최대 6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북한지역에서 한반도 전 지역을 위협하는 사거리와 정확성을 향
상시켰음은 물론 상승비행(pull-up)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미연합군의 요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8월 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전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서부의 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이 북한의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의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위력시위발사를 성공
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 부문 가부, 과학자, 군수노동계급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 참관에
다수의 당 부위원장들이 참석하고 기념촬영까지 했다는 점에서 동 무기체계 개발은 완성되어 실전배치 작업에 들
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3) 신형 에이태킴스형 미사일 고도화 위협

소위 에이태킴스형 미사일(북한은 ‘새무기 체계’ 또는 ‘전술유도무기’ 정도로만 표현)은 2019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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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및 2020년 3월 21일 세 차례 시험발사를 했으며, 2020년 3월 21일 발사 성공을 마지막으로 실전배치에
들어 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0년 3월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이뤄진 전술유도무기 시범사
격을 참관했다며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유도무기 사진을 【그림 3-2】처럼 공개했다.

【그림 3-2】 김정은 시대 신형 에이태킴스형 미사일 발사 공개 사진

* 출처: 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17일; 2020년 3월 22일.

북한 매체는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락각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되었다”고 밝혀 2발을 발사하기전에 제원을 다르게 설정하고 정점고도를 지나 목표물 인접 상
공까지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즉 미사일이 종말단계에서 변칙 기
동 시에는 패트리어트나 샤드로 요격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추정 무수단 남단 알섬을 명중하는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미사일에 내장된 첨단 유도장치인 시커(seeker) 성능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의 단거리미사일 유도장치 개발과 정확도 향상 노력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김정은의 지시로부터 본격적으로 추
진된 것으로 평가된다.32)
세 차례에 걸친 북한판 에이태킴스형 미사일 시험발사 현황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김정은 시대 신형 전술유도무기(‘에이태킴스’형) 발사 현황
구 분
일시/장소
발수
비행거리(km)
고도(km)
속도(마하)
비고

1차(2019년)
8.10/함남 함흥
2
430
48
6.1

2차(2019년)
8.16/강원 통천
2
230
30
6.1

3차(2020년)
3.21/평북 선천
2
410
50
6.1(추정)
내륙 발사

32) 2017년 5월 29일 원산일대에서 스커드-ER 개량형 시험사격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2016년) 지시한 적의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바늘귀 같은 개별목표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우리식의 주체무기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한 데부터 확인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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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형 초대형 방사포 고도화 위협
김정은 정권들어 300미리 방사포는 2013년부터 시험발사가 식별되기 시작했다. 대략 2016년-2017년 사
이에 작전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북한은 2019년부터 400미리 대구경방사포와 600미리 초대형방사포를
개발하여 2020년 3월말 국방과학원의 시험발사를 끝으로 실전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신형 초대형방사포를 2019년 8월 24일 함남 선덕비행장에서 발사한 이후, 9월 10일 평남 개천,
10월 31일 평남 순천비행장, 11월 28일 함남 연포비행장, 2020년 3월 2일 원산, 3월 9일 함남 선덕, 3월 29일
원산에서 시험발사를 마지막으로 실전배치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2020년 3월 30일 북한 매체는 전일
발사한 발사체가 초대형방사포 시험사격이었다고 보도했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진행했
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사격은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그림 3-3】 김정은 시대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장면 공개사진/자료

* 출처 : 조선중앙통신, 2020년 3월 30일; 연합뉴스, 2020년 3월 30일.

우리군은 전날 오전 6시 10분경 원산 일대세서 북동쪽 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
발의 발사체가 포착됐으며 비행거리는 약 230km, 고도는 약 30km로 탐지했다. 김정은은 미참했지만 리병철 당
부위원장 등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간부들과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둘이 지도했다고 전했다.
리병철은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를 작전배치하는 사업은 국가방위와 관련한 당 중앙의 새로운 전략적 기도를 실
현하는 데서 매우 중대 사업”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신형 초대형 방사포는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금번 발사 이후
북한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관은 기존 4련장에서 6련장 형태로써 발사간격이 20초로 현저히 단축되었음
이 확인되어 위협이 급증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으로 연속발사하고 다른 단거리 방사포와 미
사일을 섞어서 혼합발사 시에는 요격이 거의 불가하다. 사거리 또한 신장되어 평택 주한미군 기지도 초대형 방사
포 밀집 포격에 매우 취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표 3-4】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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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김정은 시대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 현황
구분
2019
1차
8.24
2차
9.10
3차
10.31
4차
11.28
2020
5차
3.2
6차
3.9
7차
3.29

장소

발수/련장

비행거리(km)

고도(km)

발사간격

함남 선덕

2/4련장

380

97

17분

평남 개천
평남 순천
함남 연포

2/4련장
2/4련장
2/4련장

330
370
380

50-60
90
97

19분
3분
30초

강원 원산

2/4련장

240

35

20초

함남 선덕
강원 원산

3/4련장
2/6련장

200
230

50
30

20초-1분
20초

【표 3-4】에서처럼 초대형 방사포는 총 7차에 걸친 시험발사 결과, 고도가 30-50km로 대폭 낮아졌고,
발사간격이 20초로 크게 단축되어 요격이 제한되고 연발사격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대형 방사포
가 기존 대구경 방사포 그리고 단거리 전술미사일을 혼합하여 섞어 쏜다면 방어하는 상대방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무력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임을 북한이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V. 위협 종합 및 우리의 대응방향
(1) 위협 종합
첫째,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전략·전술미사일을 이미 완성하였고, 시기와 수량 차이
는 있지만 양산 및 실전배치에 들어 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협의 실체 또한 실존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선대
대비 전략미사일은 모두 신형으로써 화성계열 3종과 북극성계열 2종 등 총 5종 중에 4종을 이미 완성하였고, 게
임체인져인 북극성-3형 SLBM은 신형 잠수함에서 시험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전술미사일은 기존의 스커
드와 노동미사일 고도화에 추가하여 최소 3종의 고도화된 단거리 전술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완성하여 실전배
치에 들어갔다고 평가된다. 선대와 차이나는 운반수단의 세부현황은 다음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김정은 시대 전략 및 전술미사일 고도화 위협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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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미사일은 괌·하와이 등 미태평양사령부와 한반도 유사시 전진기지는 물론 미 전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미국민을 상대로 하는 치명적인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직접 위협할 수 있게됨으로써 미국은 속수무책의 상
황에 직면해 있다. 조만간 3천톤급 잠수함이 진수되고 전력화되면 확실한 제2격능력까지 보유하게 되어 미국도 가
시적으로 추가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전술미사일은 고체추진연료+TEL+저고도비행/풀업기술+정확도 향상으로 기습타격은 물론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전술미사일은 장사정포+방사포 등과 혼합사격시 위협효과 극대화로 한미연합군 대비 재래식 위
협에서도 전술적 우위에 설 수 있다.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체계에 의한 복합사격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위협수단은 물론 북한체제의 필사적 대미 항전의지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취약
점으로 압박하는 생존전략은 개방체제인 미국보다 유리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실제적으로 고도화하고
그 위협을 미국에게 인식시켰기 때문이 더욱 협상력이 강화됐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북한은 유사시 미 본토와 주한미군과 한국군(한미연합군)을 동시에 양쪽에서 직접
및 간접강압하는 핵강압전략으로 억제력과 보복력을 강화하였다. 군사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
성이 예전보다 높아졌음을 예상하게 하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암시한다.
셋째, 북한은 자칭 핵보유국인 전략국가로서 이제 상수 입장이 되었으며, 이른바 커진 몸값에 상응하는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안정불안정 역설이론에 따른 도발 가능성은 한
층 높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관점에서도 이 이상의 답이 제한되는 현실이다.
넷째, 북한은 2018년 이후 북중, 남북,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국면에서도 핵물질 생산과 완성된
핵운반수단 생산 및 추가적인 고도화 활동을 진행해 왔음이 드러났으며, 이는 자신들이 주장했다는 비핵화 의지에
불신을 초래했다. 전략·전술미사일의 실체적 위협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
이다.

(2)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향

가. 북핵ㆍ미사일 위협 관련 긴밀한 한미정보공조 및 공동정보판단이 긴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밀분석과 유사시 운용양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공조와 정보판단이 긴요한
시기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를 보는 한미의 시각에 차이가 나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전략에도 균열이 생
기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시 한미공동대응태세에 허점이 생겨 북한에게 억제력을 상실하고 도발의 빌미를 제공함
은 물론 적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 위협의 실체, 전략적 목표 및 의도, 위협양상을 한미간 긴밀한 공조 및 판
단하는 것으로부터 북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려는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보기관은 정보기관
대로 각자 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을 질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탑다운-바텀업(Top-down/Bottom-up)의 양
방향 소통이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정보와 정책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다. 목표는 정략적·당파적이지
않으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향해야 한다.

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공동대응대세 유지가 긴요
긴밀한 정보공조와 정보판단에 따른 연합대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2019년부터 제대로 한미연합훈련
실시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정신으로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공동으로 적시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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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핵확장억제력 강화 및 한미연합첨단전력의 적시적 SC가 긴요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는데 성공하고, 고도화된 핵무력에 대한 과신과 상응하는 요구조건에 대한 불
만으로 안정불안정 역설에 따른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야 한다. 이는 한미 정부와 당국간의 긴밀한 공조로부터 시작되지만 역으로 한미군당국간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부터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라. 국제적 공조와 한미공동 대응전략이 긴요
북한의 강점은 회피하고 취약점은 활용해야만이 북한과 같은 특수체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의 강점은 실존하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미 본토까지 위협가능한 운반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위협하는 수단은 요격이 어려운 위협으로 더욱 고도화되어 있음에 유의해서 북한의 사
용 위협이나 의지를 확실하게 억제해야 한다. 억제의 방법은 도발시 도발의 목적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북한체제의 필사적인 항전의지도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전략 개발도
필요하다.
북한의 취약점은 경제와 외교적 제재에 취약하다.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북중 국
경지역이나 동서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밀거래나 중국의 지원이 북한비핵화나 도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핵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중국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북핵 비핵화 이전까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필요하고, 같은 목소리와 같은 전략으
로 북핵 비핵화를 리드해야 한다.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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