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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이 서로 융복합하고, 연결
되는 과정인데, 국가정보 분야에서도 국가정보와 부문정보, 부문정보와 부문정보간에 상생,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
정보 학문 분야에서 국가정보와 부문정보의 비중도 조화로운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2013년 7월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국내외 축적된 정보활동에 대한 연구를 총망라하여 『국가정보학』 기본서를
발간하였다. 당시 정보활동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국가정보 연구를 확장, 심화시켰으며, 국
가정보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가정보의 핵심개념 및 연구방법론, 국내외의 연구 동향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2)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국가정보학』 책자를 발간한지 7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 네이버에서 국가정보학
을 검색하면 11번째로 검색되며, 발행일자는 2015년 2월 10일자가 유통되고 있다. 국가정보학 교재의 목차 제공
은 제1편에서 제3편까지인 국가정보학 총론과 국가정보 활동론 및 국가정보 기구론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목차 펼
쳐보기 기능이 없다.3) 장단점이 있겠지만 고객은 제4편 국가정보 정책론과 제5편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는 교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재를 구입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게 현실이다. 학회 구성원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가정보학』 책자의 활용은 국가 및 부문 정보기관에서 업무 참고용이나 일부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국가
정보학 강의와 국방부 정보군무원(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직렬) 채용시험 대비 수험서로 역할을 한다.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발행한 『국가정보학』 책자가 국가 및 부문 정보기관에서 업무 참고용이나 대학 및 대
학원에서의 국가정보학 강의와 국방부 정보군무원 채용시험 대비 수험서로 역할을 하려면 지난 7년간의 국가정보
분야와 국방정보 분야 등 부문 정보 분야의 변화내용을 반영하고 4차산업 기술발전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국가정보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자가 1985년부터 군사정보 업무를 시작하여 인간정보와 영상, 신호정보 및 전자전 등의
기술정보 업무와 북한정보, 국방정보, 군사외교정보 등의 정책정보업무 33년간의 경험과 전방에서 복귀하여 2007
년부터 한국국가정보학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회의 여러 선배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통해 얻은 국가정보와 국방정
보의 융합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국가정보학의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국가정보학의 발전 방향과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학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I. 국가정보학의 활용 실태
1. 국가정보학 교재 활용 실태
지난 2013년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국가정보학』 기본서를 발간한 지 7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
2015년 2월 10일자 국가정보학 책자가 유통된다.
필자가 대학원에서 『국가정보학』과 『국가정보연구』 등의 교과목 강의를 할 경우에는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발간한 『국가정보학』 기본서를 기초로 하면서 타 저자가 발간한 국가정보학 교재와 국가정보 변화내용 및 시기
별 이슈를 포함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국방부의 군사정보와 기술정보 직렬 군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
서는 발간한 지 7년이 지난 한국국가정보학회의 국가정보학 책자 활용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3).
3) 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5)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78102) (검색일: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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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발행한 『국가정보학』 기본서가 국가정보기관과 부문 정보기관에서 애용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국가정보학 강의 교재로 활용하며, 국방부 정보군무원 채용시험 대비 수험서로 역할을 하려면 지난
7년간의 국가정보연구 학술지, 학술회의 자료 등 국가정보분야 연구내용을 반영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과 코로
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국가정보의 방향과 아울러 국방정보 및 경찰
정보 등 부문정보에 대하여도 일정 비중을 가지고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2.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학의 학문적 연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에는 한국국가정보학회의 ‘국가정보연구’ 학술지는 대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이고 중분야는 정책학으로 2016년에 등재후보지, 2018년에 등재지에 선정되었으며, 우수등재지 선정을 위하여
노력 중이다.4)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 국제정치, 행정학, 정책학, 법학과 과학기술 분야까지 다양하게 관련이 있지
만, 아직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연구분야 분류표에는 미포함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으론 국가정보학도 각론 분야 기본서를 다수 개발하고 군사학과 유사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군사학
은 대분류가 사회과학에 포함되어 중분류에 정책학이나 행정학에 국방/안보정책이나 국방/안보행정이 포함되어 있
지만, 군사학 자체도 중분류에 독립되어 국방정책론이나 국방행정론과 더불어 군사정보론도 있고, 무기체계나 군
진의학 등의 공학이나 이과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의 국가정보학 관련 분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학술 연구분야 분류표 (등재학술지목록)
대분류명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중분류명
법학
법학
법학
정치외교학
정치외교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행정학
정책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군사학

소분류명
법학일반
기타법학
분야별법
국제정치
국제정치
국제정치
분야별행정
분야별행정
국방/안보정책
안보이론
국방정책론
국방행정론
군사정보론
군사지리론
무기체계론
군사사
통솔론
전쟁론
군사전략술
군사전술론
군진의학
군비통제론
군사이론
기타군사학

세분류명
법정보학

비고 : 안보학 과목

국제관계/협력
국제기구/조직
외교/안보/통일
국방/안보행정
경찰행정
(국가정보연구:학술지)
국가안보론

무기체계론
전쟁사
리더십

북한학

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목록 연번 제2228번.(https://www.nrf.re.kr/biz/journal/view?menu_no=13) (검색일 : 2020.10.30.)
5)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참조(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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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분야 분류의 개정 절차는 학회회원 및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수렴 후 학회 명의로 연구재단에 공문을
발송하면 연구재단에서 개정요청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학회에 공문으로 회신하고 적합성 통과
결과만 연구재단 시스템에 반영한다. 학술연구분야 분류의 개정요청 공문 포함 내용은 현황, 문제점, 필요성, 개정
사유, 학술연구분야분류표(변경전, 변경후) 등이며, 연구재단의 적합성 검토시 고려사항은 분류체계 분류 원칙(포괄
성, 유사성, 규모성, 보편성 등)과의 부합성과 개정요청 분야의 연구자 수 및 재단 지원과제 건수 등이다.6) 따라서
국가정보학회의 연구재단 지원과제 연구 활성화와 회원 수 증대(무료회원 가입 시 국가정보연구지 검색 가능토록
조치 등)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정보 연구는 지금 당장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인접학문의 기존의 성과를 수렴
하면서 학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국가정보 연구의 근원적 목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정보 연구는 국제관계 학자들 뿐 아니라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범죄 및 테러 연구 등 많은 연
구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7)

정보연구에서도 학제적

(interdisciplinary)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이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구
조, 업무방식 및 기법, 지식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나 이제까지의 정보관련 연구는 주로
국제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의 관심영역에 국한되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에 참여하도
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8)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주도하여 국가정보학의 활성화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
표에 포함시키고 연구과제 등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III. 국가정보학 발전 방향
1. 국가정보의 범주 개선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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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이며, 국내보안
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하며,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9)
6)
7)
8)
9)

연구재단 홈페이지-연구분야분류표-연구분야분류-연구분야분류의 개정(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검색일 : 2020.11.18)
김유은,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위상 및 국제관계학과의 관계, 국가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2019.6.30. p.317.
염돈재, 한국에서의 국가정보 연구, 국가정보연구 제1권 제1호, 2008.6.30., p.46.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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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국가정보원의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
1. 보안업무 규정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3. 방첩업무 규정
[시행 2018. 11. 20.] [대통령령 제29289호, 2018. 11. 20., 일부개정]

추가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예산회계, 회계검사, 직무감찰 보고 국회 증언, 국가기
관 등에 협조 요청, 직원의 업무 수행, 사법경찰권, 무기사용,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등의 조항이 있다.10)
2020년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시행은 3년간 유예)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
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보위는 의결 직후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
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
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
대했다”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
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으며, 민주당은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11)
국가정보학의 업무 범주에 대해서는 외부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국가정보학의 발전을 위해서 학회 차원의 의
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가정보학회가 발행한 국가정보학과 타 저자가 발간한 국가정보학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국가정보원법[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48호, 2014. 12. 30., 일부개정] (검색일 : 2020.11.19.)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41230&lsiSeq=166251#0000)

11) 동아닷컴, 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 처리…대공수사권 이관,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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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저술한 국가정보학은 2013년 7월에 발행하여 7년이 지난 교재로 활용도가
미흡하고, 전웅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이 저술한 현대 국가정보학도 2015년 1월에 발행한 교재로 북한
정보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 독자 입장에서는 최신화와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국가정보학회의 국가정보학과 전웅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의 현대 국가정보학 비교
국가정보학
(한국국가정보학회, 박영사, 2015.2.10., p.653),

현대 국가정보학
(전웅, 박영사, 2015.1.30., p.665)

제1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가정보학 총론
국가정보학 개관[이기덕]
국가정보의 의의[이기덕]
국가정보 활동의 역사[김권혁]
국가정보의 순환과정[남창희]

제1편 국가정보의 개관
제1장 국가정보의 기초
제2장 정보활동의 기원과 발전
제3장 국가정보학의 연구동향

제2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가정보 활동론
첩보수집[이길규]
정보분석[이길규]
비밀공작[이기덕]
방첩

제2편 정보활동론
제4장 첩보수집
제5장 정보분석
제6장 비밀공작
제7장 방첩

제3편 국가정보 기구론
제1장 정보기구 개관[신유섭]
제2장 미국의 정보기구[신유섭]
제3장 일본의 정보기구[김선미]
제4장 중국의 정보기구[이호철]
제5장 러시아의 정보기구[김광린]
제6장 영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7장 프랑스의 정보기구[이상호]
제8장 독일의 정보기구[이상호]
제9장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정상화]
제10장 북한의 정부기구[김일기]
제11장 한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3편 정보기구론
제8장 정보기구의 개관
제9장 미국의 정보기구
제10장 동북아 주요국의 정보기구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보기구)
제11장 유럽의 정보기구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보기구)
제12장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제13장 한국의 정보기구
* 북한의 정보기구 : 없음

제4편 국가정보 정책론
제1장 국가정책과 국가정보
제2장 국가정보의 통제
제3장 국가정보와 윤리

제4편 정책과 정보
제14장 국가안보와 정보
제15장 정보의 실패
제16장 정보의 민주적 통제

제5편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제1장 세계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의 대응
제2장 한국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제5편 국가정보와 국가정보학의 발전방향
제17장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의 발전방향

부록
찾아보기

부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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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의 2021 국가정보학은 11개정판으로 2020년 8월에 발간하여 2021년을 대비하고 있다.
인류 1만년의 역사동안 전문가 집단의 활발한 참여가 없는 학문영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다. 이제는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비전(vision)을 설정할 단계에 도달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국가정보학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국가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론과 사례를 보강할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12)
한국국가정보학회의 국가정보학과 민진규 국가정보학 비교
국가정보학
(한국국가정보학회, 박영사, 2015.2.10., p.653)
제1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가정보학 총론
국가정보학 개관[이기덕]
국가정보의 의의[이기덕]
국가정보 활동의 역사[김권혁]
국가정보의 순환과정[남창희]

제2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가정보 활동론
첩보수집[이길규]
정보분석[이길규]
비밀공작[이기덕]
방첩

제3편 국가정보 기구론
제1장 정보기구 개관[신유섭]
제2장 미국의 정보기구[신유섭]
제3장 일본의 정보기구[김선미]
제4장 중국의 정보기구[이호철]
제5장 러시아의 정보기구[김광린]
제6장 영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7장 프랑스의 정보기구[이상호]
제8장 독일의 정보기구[이상호]
제9장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정상화]
제10장 북한의 정부기구[김일기]
제11장 한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4편 국가정보 정책론
제1장 국가정책과 국가정보
제2장 국가정보의 통제
제3장 국가정보와 윤리
제5편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제1장 세계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의 대응
제2장 한국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부록
찾아보기

2021 민진규 국가정보학(11개정판)
(민진규, 배움, 2020.8.15., p.900)
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
01. 국가정보학의 이해(본문+연습문제)
02. 정보의 기능과 이해
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
04. 첩보수집
05. 정보분석
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
PART 02.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
07. 비밀공작활동
08. 방첩
09. 산업정보활동
10. 테러
11. 사이버정보전쟁
12. 국가위기관리
PART 03.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
13. 한국의 정보기구
14. 북한의 정보기구
15. 미국의 정보기구
16. 러시아의 정보기구
17. 중국의 정보기구
18. 일본의 정보기구
19. 영국의 정보기구
20. 프랑스의 정보기구
21. 독일의 정보기구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23. 정보기구 총론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
<부록>
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부록 03. 참고문헌

12) 네이버 책-2021 민진규 국가정보학(민진규, 배움)-출판사 서평(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565164) (검색일 : 2020.11.29.)

16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연례학술회의

- 김민곤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의 국가정보학 2021 (2개정판)도 2020년 8월에 출간되어 2021년
국방부 정보군무원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 김민곤의 국가정보학 기본서는 학문적으로 공유하는 최신화된
각종 국가정보학 관련 내용으로 Up-date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군(軍)정보기관을 대폭 보강하여 더욱
세부적으로 정리함으로 이해도를 높였고, 각국의 정보기관 보완 및 이란 정보기관을 추가하였다.
비밀공작 관련 주요정보기관들의 대표적 주요사례들을 대폭 Up-grade 하였고, 각종 정보법령의 최신
변경사항 수정 및 일반형법(간첩죄)을 추가 수록하였으며, 2019년 9급 기출문제(전·후반기)를 저자가
직접 복원하여 수록하였다.13)
한국국가정보학회의 국가정보학과 김민곤 한국국가정보학회 이사의 국가정보학 비교
국가정보학
(한국국가정보학회, 박영사, 2015.2.10., p.653)
제1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가정보학 총론
국가정보학 개관[이기덕]
국가정보의 의의[이기덕]
국가정보 활동의 역사[김권혁]
국가정보의 순환과정[남창희]

제2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가정보 활동론
첩보수집[이길규]
정보분석[이길규]
비밀공작[이기덕]
방첩

제3편 국가정보 기구론
제1장 정보기구 개관[신유섭]
제2장 미국의 정보기구[신유섭]
제3장 일본의 정보기구[김선미]
제4장 중국의 정보기구[이호철]
제5장 러시아의 정보기구[김광린]
제6장 영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7장 프랑스의 정보기구[이상호]
제8장 독일의 정보기구[이상호]
제9장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정상화]
제10장 북한의 정부기구[김일기]
제11장 한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4편 국가정보 정책론
제1장 국가정책과 국가정보
제2장 국가정보의 통제
제3장 국가정보와 윤리

국가정보학 2021 (2개정판)
(김민곤, 베스트에듀, 2020.8.1., p.728)
PART
Ch01
Ch03
Ch05
Ch07
Ch09
Ch11
Ch13
Ch15
Ch17
Ch19
Ch21
Ch23
Ch25
Ch27

01 국가정보학
국가정보학의 개관
정보의 순환과 정보실패
정보분석
비밀공작
대테러 활동
산업정보활동
국가 정보기구 개관
북한의 정보기구
일본 정보기구
러시아 정보기구
프랑스 정보기구
이스라엘 정보기구
정보기구의 통제
정보 법령

Ch02
Ch04
Ch06
Ch08
Ch10
Ch12
Ch14
Ch16
Ch18
Ch20
Ch22
Ch24
Ch26

국가안보와 국가정책
정보수집
정보보고서 생산 및 배포
방첩 및 보안활동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전
국제범죄 및 마약
한국의 정보기구
미국의 정보기구
중국 정보기구
영국의 정보기구
독일 정보기구
이란 정보기구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 혁신

PART 02 정보관련 법령집
01 국가보안법 02 국가정보원법
03 군사기밀 보호법
04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0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위한 테러방지법
07 통신비밀보호법 08 보안업무규정
09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0 방첩업무규정 11 군형법 12 형법
PART 03 최신기출 및 모의고사
PART 04 참고문헌

제5편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제1장 세계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의 대응
제2장 한국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부록
찾아보기

13) 네이버 책-국가정보학 2021(김민곤, 베스트 에듀)-출판사 서평(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438009) (검색일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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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공동 저술한 국가정보학 교재의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가정보학에
서 국방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대부분의 국가정보학 교재 소요가 국방부 정보군무원 수험서로 활용됨을 고려하
여 교재 구성이 필요하다.
제2편은 국가정보 활동론을 국정원의 직무기준(정보, 보안, 수사, 기획조정 등)으로 구성 검토 또는 국내보안정
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3편은 국가정보 기구론에 단기적으로 국방정보/보안기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외정보
(대상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기준으로 국가정보학 기본
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
군사ㆍ과학ㆍ지지ㆍ통신 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정보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국가정보자료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14)
제6편에 국방정보론, 제7편에 경찰(치안)정보론 포함 또는 제6편에 부문정보론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가 필요
하다.

14)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제1호. (검색일 : 2020.11.2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646&efYd=19990331&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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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정보학회 국가정보학 기본서 개선안
국가정보학
(한국국가정보학회, 박영사, 2015.2.10., p.653)
제1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가정보학 총론
국가정보학 개관[이기덕]
국가정보의 의의[이기덕]
국가정보 활동의 역사[김권혁]
국가정보의 순환과정[남창희]

제2편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국가정보 활동론
첩보수집[이길규]
정보분석[이길규]
비밀공작[이기덕]
방첩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제5절
제6절
제7절
제8절

방첩의 의의
보안
국가방첩
안보수사
테러리즘 대응
국제범죄 대응
산업보안
사이버전대응

제3편 국가정보 기구론
제1장 정보기구 개관[신유섭]
제2장 미국의 정보기구[신유섭]
제3장 일본의 정보기구[김선미]
제4장 중국의 정보기구[이호철]
제5장 러시아의 정보기구[김광린]
제6장 영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7장 프랑스의 정보기구[이상호]
제8장 독일의 정보기구[이상호]
제9장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정상화]
제10장 북한의 정부기구[김일기]
제11장 한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4편
제1장
제2장
제3장

국가정보 정책론
국가정책과 국가정보
국가정보의 통제
국가정보와 윤리

제5편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제1장 세계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의 대응
제2장 한국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부록
찾아보기

국가정보학(개선안)
(한국국가정보학회, 박영사, 2021.9. p.000)
제1편 국가정보학 총론
제1장 국가정보학 개관[이기덕]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이기덕]
제3장 국가정보 활동의 역사[김권혁]
제4장 국가정보의 순환과정[남창희]
제2편 국가정보 활동론
제1장 첩보수집[이길규]
제2장 정보분석[이길규]
제3장 비밀공작[이기덕]
제4장 방첩 및 보안
* 직무기준: 정보, 보안, 수사, 기획조정 추가
*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제3편 국가 및 국방(부문)정보 기구론
국외정보: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제1장 정보기구 개관[신유섭]
제2장 미국의 정보기구[신유섭]
제3장 일본의 정보기구[김선미]
제4장 중국의 정보기구[이호철]
제5장 러시아의 정보기구[김광린] 제6장 영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7장 프랑스의 정보기구[이상호] 제8장 독일의 정보기구[이상호]
제9장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정상화] 제10장 북한의 정부기구[김일기]
제11장 한국의 정보기구[이상호]
제4편 국가정보 정책론
제1장 국가정책과 국가정보
제3장 국가정보와 윤리

제2장 국가정보의 통제

제5편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제1장 세계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의 대응
제2장 한국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
<추가>
제6편 국방정보론
제1장 국방정보 개관 (국방정보 관련 법제) 제2장 국방정보본부
제3장 합참 및 각 군 정보업무
제4장 안보지원사령부
제5장 사이버작전사령부
제6장 국군심리전단
제7편 경찰(치안)정보론
또는
제6편 부문정보론
제1장 국방정보론

제2장 경찰(치안)정보론

부록
1 찾아보기
2 정보관련 법령집
01 국가보안법 02 국가정보원법 03 군사기밀 보호법
04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0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위한 테러방지법 07 통신비밀보호법
08 보안업무규정 09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0 방첩업무규정
11 군형법 12 형법 13 정보보안업부 기획조정규정
3 최신기출 및 모의고사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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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국가정보학회의 역할 제고
한국국가정보학회(KANIS : The Korea Associa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안보의 초석인 국가정보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ㆍ조사ㆍ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국가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여론의 중심적인 수렴의 장이 되며 회원 상호간
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국가정보학회 정관 제2조 목적).15)
한국국가정보학회는 학회정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2.
3.
4.
5.
6.

국가정보 및 유관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조사
학술회의ㆍ강연회ㆍ교육 강좌 개최
학회지ㆍ논문ㆍ백서ㆍ기타 문헌의 발간 및 배포
학회와 관련 있는 국내ㆍ외 기관 및 학자 간 교류협력
학회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
기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

한국국가정보학회 정관 제4조(사업) 제3호에 의거 학회지ㆍ논문ㆍ백서ㆍ기타 문헌의 발간 및 배포를 시행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3년 7월 발간한 국가정보학 교재에 대한 최신화는 우리 학회의 고유한 사업으로 7년간
의 과거 자료와 현재의 국가정보학 및 4차산업 융합시대를 대비한 미래 국가정보학에 대한 기준 제시를 위한 기
본서 발행이 중요함으로 2021년도와 2~3년 주기의 국가정보학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관들은 각기 자체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기관별로 사용하는 정보용어나
교리도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기관별로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합동교육을
통하여 정보기관간 정보교육을 표준화하고 기관간 협조체널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16) 이 역할을 국가정보학
회 정관 제2조 제2호에 의거 국가정보학 또는 정보관리사, 정보분석사 등 관련 자격증 교육강좌 개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국가정보학회 국방정보보안분과에서도 국가정보학 발전과 연계한 국방정보학 발전토의를 활성화하여 국방
정보보안 분야에서 필요한 학문적 지평 확대와 아울러 국방정보학 각론 부분(군사정보, 기술정보, 주변국 국방정
보, 국방보안, 방산보안, 안보수사 등)에 대한 심화 연구로 국방정보기관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국가정보학회와
국방정보보안분과의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보안 전문 분야별 전문지식과 학위를 구비
한 유능한 인재 영입과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공동연구나 세미나 개최 등도 검토하고자 한다.

15) 2019년 4월 26일 개정 한국국가정보학회 정관 제2조 목적, 제4조 사업.(http://www.kanis.or.kr/rule_rule.html) (검색일 : 2020.10.30.)
16) 이기덕,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과제, 국가정보연구 제6권 제2호, 2013.12.30.,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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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학의 발전 방향
1.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학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3조(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에
의거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국가 기본정보정책의 수립, 국가정보의 중ㆍ
장기 판단,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정보예산의 편성,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
침 수립 등이다(제4조 기획업무의 범위).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부문정보 기관인 국방부의 국방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는 조정의 절차는 국
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
정한다(제6조 조정의 절차).
또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부문정보 기관인 국방부의 국방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는 조정의 범위
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제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17)
정보 및 보안 관련 국가정보원의 국방부에 대한 조정업무의 범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5. 국방부
가. 국외정보ㆍ국내보안정보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제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4. 법무부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위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는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이
며, 국내보안정보라 함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
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하며,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18)
정보 및 보안 관련 국가정보원의 국방부에 대한 조정업무의 범위와 국방정보보안기구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연구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17)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 및 시행중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제5호(조정업무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726&lsiSeq=195855#0000)(검색일: 2020.10.30)

18)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726&lsiSeq=195855#0000)(검색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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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외에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
위원회 및 그 밖의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이다.19)

2. 국가정보학에서 국방정보학의 비중 확대
한국국가정보학회가 2013년에 발행한 국가정보학 제3편 국가정보기구론 제11장 한국의 정보기구는 총
23쪽(pp.474-497.)이며, 이중 국방정보기구에 관련된 내용은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술하고 있는데 총 3쪽(pp.489-491.)이다. 국가정보학이 국방부 정보군무원 시험의 필수 과목으로만 운영되는 현
실에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국가정보학회가 발행한 국가정보학 기본서 제3편 국가정보기구론 제11장 한국의 정보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학 기본서 제3편 국가정보기구론 제11장 한국의 정보기구
제1절 한국정보기구의 기원과 변천
1. 근대이전의 정보활동
3. 해방 후 정보활동

2. 근대이후의 정보활동
4. 국가정보기관의 출범

제2절 국가정보원
1. 창설배경

2. 변천과정

3. 임무 및 기능

제3절 부문 정보기관
1. 국방정보본부 p.489. (1쪽)
2. 국군정보사령부 pp.489-490. (1쪽)
3. 국군기무사령부 pp.490-491. (1쪽)
4. 경찰청 정보국 · 보안국 및 외사국
5. 기타 행정부 보안부서
제4절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따라서 국가정보학의 각론으로 부문정보기관을 보강하든지, 국방정보기구나 경찰정보기구로 편과 장을 달리하
여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국방정보학에 국방정보론 반영 안(예시)
국가정보학에 국방정보론을 반영하여 국가정보학을 배우는 학생이나 국방부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군무
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국방정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국방정보업무 실무에서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한 초안을 제시하며, 국가정보학 기본교재 개정 시 세부 내용을 추가 발전시키고자 한다.
국방정보의 범주를 정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국가정보에서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
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를 말하나 국방정보에서는 국제정세 판단을 위한 정보 및 해
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가 중심이다. 국내보안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분자
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통신정보라 함은 전
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하며,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
19)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0726&lsiSeq=195855#0000)(검색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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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20) 장기적으로는 국
방정보에서도 국가정보에서와 유사하게 정보, 보안, 수사, 기획조정 등의 내용이 균형되게 작성되어야 하겠다.
국방정보학을 국가정보학의 부문정보로 독립된 장으로 기술하고자 할 때 국방정보학 보다는 국방정보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통적으로 군사정보론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군사정보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국
방정보로 기술하고자 한다.21)
이하에서는 국방정보론 총론에서 국방정보론의 개념과 정의, 역사와 발전단계, 접근방법 및 주요 연구영역을
포함하고, 각론에서 군 정보관련 제도로 군 인사법과 군무원 인사법상 정보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군 정보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기술하고자 한다, 군 정보기구는 국방정보본부(본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의 정보업무, 육군정보학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심리전단의 업무 및 국방정보보안
관계 법령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국방정보론 반영 안(예시)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국방정보론
3-1-1. 국방정보론 총론
국방정보론 총론에서 국방정보의 개념과 정의, 역사와 발전단계, 접근방법 및 주요 연구영역 등을 포함한다.22)

가. 국방정보론의 개념 및 정의
국방정보론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보활동과 관련된 제 현상을 다루는 국가정보학에 원류를 두고
있는 학문으로, 국방 및 군사 부문에서 정보의 체계,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활동의 본질, 정보활동의 주체, 정보활
동의 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방정보론의 연구 목적은 국가, 국방 및 군사 등의 관련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정보활동의 정당성,
필요성, 유용성 등을 규명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국방정보론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학뿐만 아니라 수학, 통계학,
화학 등의 자연과학, 그리고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 공학적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학문 분야이다. 또한 순수학문보다는 응용학문으로서 다른 관련 학문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
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거나 현실 문제의 해결을 염두에 두는 학문이다.
국방정보론은 국방 및 군사분야 정보활동이 주 연구 대상이 된다. 국방정보는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
한 활동으로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정보론은 군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법적인 절
차 등 전 영역에 걸쳐 있는 종합적인 학문이며, 군사정보의 본질과 체제부터 정보활동과 조직, 정보정책, 역사 등과
전략정보, 작전·전술정보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의 정보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 : 국가정책과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로서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제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하거나 국가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말하며,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활동과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정의); 국방정보본부령 제2조의2(업무) 등.
21) 군사보안의 경우에도 국방보안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22) [네이버] 군사정보학 [Military Intelligence]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배달형)(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7484&cid=44412&categoryId=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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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혹은 전술정보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
- 정책정보(policy intelligence) : 국가이익 증대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는 정보를 말한다.
- 보안정보(security intelligence) : 방첩정보라고도 하며,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행위에 대한 정보로서 국가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 정치정보(political intelligence) : 한 국가가 정치적인 요소에 관한 정보로서의 정치적인 능력, 취약점
및 가능한 행동 방책 또는 의도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는 정보이다.
- 경제정보(economic intelligence) : 한 국가의 경제적인 요소에 관한 정보로서 현재의 경제 수준과
잠재성장력 등 국가의 경쟁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이다.
- 과학기술정보(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telligence) : 한 국가의 과학기술 요소에 관한 정보로서
주로 대상국의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사회정보(social intelligence) : 한 국가의 사회적 요소에 관한 정보로서 대상국 내부의 사회구조,
문화제도, 사회변동, 사회집단들의 성격과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사이버정보(cyber intelligence) :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제반 요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관련된 비밀첩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인간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 : 공작원, 협조자, 망명자, 여행자 등 인간 출처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말한다.
- 기술정보(TECHINT: technical intelligence) : 항공기, 인공위성, 도청장치, 레이더, 레이저 등
과학기술 장비를 동원하여 수집한 정보를 말하며, 기술정보에는 지리공간정보(GEOINT: geospatial
intelligence), 신호정보(SIGINT: signals intelligence), 징후계측정보(MASINT: measurement and
signature intelligence) 등을 포함한다.
- 공개출처정보(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 : 신문, 방송, 인터넷, 학술지, 국제회의 내용 등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

나. 국방정보론의 역사와 발전단계
정보활동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국가가 태동되면서 정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오늘날 정보활동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나 학문화는 정보활동이 가지는 비밀성과 자료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었고 미
흡한 실정이었다.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론의 학문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과거 비밀로 분류
되었던 국가나 군의 정보자료들이 다수 공개되면서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9·11 테러
와 이라크 전쟁 등 최근 전쟁 사례 연구를 계기로 정보활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보학
이 최초로 학문의 한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정보학의 핵심 부분 중 하나인 국방정보론도 함께 발전
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중앙정보부(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전신인 전략사무국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s)에서 근무하였던 서먼 켄트(Sherman Kent, 1903~1986)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
으로 저술한 『미국 외교정책을 위한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는 국가 및 군
사정보학 관련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으며23), 그 후 로저 힐스만(Roger Hilsman, 1919~)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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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정책결정(Strategic Intelligence and Decision Making)』과 앨런 웰시 덜레스(Allen Welsh Dulles,
1893~1969)의 『정보의 기술(the Craft of Intelligence)』 등이 발간되면서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론의 학문적 발
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부의 로버트 게이츠(Robert Michael Gates, 1943~) 부장의 지시를 근거로 하여 하버드 대
학 케네디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가정보학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의 역할에 대
한 사례연구를 시작한 것이 국방정보 연구를 포함한 국가정보 학문 분야의 시초가 되었고 그로부터 정보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조작 문제가 주
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 되면서 정보실패의 문제가 중요한 학문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국가정보학 연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24) 초보적 단계의 학문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군사정보 관련 학위 논문들이 발표되면서이다. 1995년에는 국가 및 군사정보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수들을 중심
으로 ‘Post-Cold War, Democratization and National Intelligence’를 주제로 한 정보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가정보연구회’가 창설되었으며 2002년에는 ‘국가정보포럼’이 창설, 2007년에는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창
립되면서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방정보보안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연구되다가 2018년에 한국국가정보학회 분과위원회에 국방정보보안분
과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2020년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 학술회의에서 최초로 국방정보보안분과 주관으로
1개의 세션을 할당받아 군사보안과 국방정보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대 주제로 군사정보 누설의 문제점과 보안대책,
중국인민해방군의 정보조직변화와 정보교류,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와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3개의 주제로
관련분야 정책담당 과장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에 토의를 진행하였다.25) 그러나 국방정보론이 독자적인 학문으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보활동과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고 연구의 폭이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정보론은 군사정보론으로 군사학(軍事學, military science)의 한 부분으로서도 발전되고 있다. 소련
군사학의 연구 체계 및 범위에서는 군사학의 유관학문과 교차영역으로서 자연과학의 군사지리학(軍事地理學), 군
사지정학(軍事地政學) 등과 함께 군사정보론이 분류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무장역량건설학의 일부로서 군대정치
공작학 등의 군사정보학이 분류되어 있다. 서구에서의 군사정보학은 군사학의 학문영역(① 전쟁의 본질과 현상 ②
안보정책 분야 ③ 군사력 운용 ④ 군사력 운용과 유지 ⑤ 전쟁 및 군사력 연관 분야)에서 주로 군사력 운용과 관
련된 학문의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6) 한국에서는 군사 철학, 군사사, 군사전략, 국방정책의 분야와 함
께 군사정보론을 군사학 분류 중 하나로 체계화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국방정보론은 종합학문적인 군사학의 본질적인 특성에 군사학 내의 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군사학과
관련되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법학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27)

다. 국방정보론의 접근방법 및 주요 연구영역
(1) 국방정보론의 접근방법
국방정보론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대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 역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
다. 스태포드 토마스(Stafford T. Thomas)는 국방정보론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역사적 접근, 기능

23) 류재갑, “군사학의 학문체계”, 『군사학의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 화랑대연구소, 1999.
24) 염돈재, “한국에서의 국가정보연구: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국가정보연구』, 제1권 제1호, 2008.6.30. p.41.
25) 한국국가정보학회 홈페이지-학회활동-발표논문검색-2020년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http://www.kanis.or.kr/sample/board_view.php?bbs_id=paper_search&kbbs_doc_num=57) (검색일 : 2020.11.30.)

26) 하대덕, “한국의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방향”, 『교수논총』 제1집, 국방대학원, 1993.
27) 화랑대연구소 군사학학문체계연구위원회,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 육군사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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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 구조적 접근, 그리고 정치적 접근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8) 또한 마틴 루드너(Martin Rudner)는
역사적·사례 연구적 접근, 기능적·과정적 접근, 구조적·조직적 접근, 정치적·정책 결정적 접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적 접근법 등이 있다.
① 역사적 접근 방법(historic approach): 정보활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정보활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② 기능적 접근 방법(functional approach): 과정적 접근방법이라고도 하며,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생산, 보안 방첩, 비밀공작 등의 기능에 대한 연구와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활동의 역할과 정보
순환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③ 구조적 접근 방법(structural approach): 조직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국가와 군사정보 기구와 조직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이다.
④ 정치적 접근 방법(political approach): 정책 결정적 접근 방법이라고도 하며, 정보활동의 정치,
정책적 측면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정보활동의 성과와 실패 모델 연구, 정보의 정치화,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 정보수요자와 생산자의 관계, 정보의 통제 메커니즘 등에 관한 연구 방법이다.
⑤ 법률적 접근 방법(legal approach): 정보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법적 근거, 합법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2) 국방정보론의 연구영역
국방정보론의 연구 범위는 국가정보학의 일부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보학에서 연구하
는 정보의 본질과 체계, 그리고 정보 순환과정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며, 첩보수집, 정보분석, 비밀공작, 방첩
등 정보활동의 네 가지 분야가 포함된다.29) 또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방정보기관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며,
국가와 군의 정보정책, 그리고 정보활동의 역사도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추가하여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 보
안, 정보수사, 기획조정 등을 추가하여 국방정보론에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0)
첫째, 정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체계화한다. 그간 정보학자들이 정보활동의 본질과
실체를 규명하고 설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우 최근에서야 이론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국방정보론은 국
방 및 군사 정보활동에 대한 연구 분야와 연구 방법을 개척하여 합리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지식을 체계
화하여 이론적 틀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국방정보론은 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학문으로, 제한된 정보자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또한 국방정보론에는 세계 각국의 정보활동에 대
한 역사적 사례 연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활동의 성공 및 실패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보활동 수행의 성공요
건과 상황 등을 규명하고 정보활동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활동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한다. 정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정법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어야 한다. 오
늘날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활동의 합법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정보활동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방정보론은 국방정보나 군사정보가 국가안보
와 국익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여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연구함으로써 국민과 일반 대중이 정보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순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활동에 대한
합법성과 합리성에 대한 공감·합의를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적 지지기반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활동에 미칠 제반
28) Abram N. Shulsky and Gary J. Schmitt(2002), Silent warfare: Understanding the World of Intelligence, Washington DC: Potomac Books, Inc.
29) Michael Herman(1996), Intelligence Power in Peace an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 Stafford. T. Thomas(1988), “Assessing Current Intelligenc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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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적 위협을 방지하여 정보활동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정보론은 국가나 군사 부문의 정보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이익에의 합치,
합법성, 도덕성 등을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활동의 비밀성을
악용하여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국익에 저해되는 활동을 한 경우도 역사적으로 존
재한다. 비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보활동은 통치자와 정부의 도덕성을 손상시킴으로써 국민과 공공 대중이 정부
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
국방정보론은 국가나 군의 정보 활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정보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가
능해야 하며, 이러한 학문적 기여는 국가나 군의 정보활동 비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정보활동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방정보론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나 군의 정보기구, 첨단
정보활동, 제도화된 관리 및 통제 메커니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보활동의 선진적인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
해 줄 수 있다.

라. 국방정보 업무(전략정보, 전술정보 등) : 이하 생략
국방정보는 전략제대의 전략정보와 전술제대의 전술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대별 업무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3-1-2. 국방정보론 각론
국방정보론 각론에서는 정보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법적 근거, 합법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인
법률적 접근 방법에 의거하여 군에서의 정보 관련 제도로 군 인사법과 군무원 인사법상 정보 관련 규정을 살펴보
고, 군 정보업무를 관장하는 정보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군 인사법상 정보 관련 법제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 정보병과를 두고 있으며,31) 육군 정보병과의 임무는 적 도발 징후 조기
탐지•경보 전파, 적에 대한 전출처 첩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보생산 및 해외 파견되어 국력 홍보•우방국과
군사교류 강화, 아군의 정보를 보호하는 대정보 및 보안업무 수행, 상대의 심리적 마비를 유발하기 위한 심리전
활동을 수행한다. 정보병과의 유래는 전쟁의 역사와 함께 정보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적의 공격 시기, 방향, 능
력을 탐지하여 방책을 수립하며, 적의 정보활동을 붕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오열(간첩) 활동을 통한 적 첩
보 수집 및 교란을 들고 있다.32)
국방부는 전문인력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에서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하며, 전문인
력 직위는 영관급 장교 및 위관급 장교의 정원 직위 중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
이 요구되는 직위와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및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로 한다.33)
산업인력공단의 Q-Net 국가기술자격제도 응시자격 중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에 나타난 육군의 정보분야 장
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특기와 인정경력을 살펴보면 정보장교, 기무 및 정보전문특기 장교, 인간정보 준사관과 부
사관의 경우는 정보통신(21) 직무분야 정보기술(211) 중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신호정보와 영상정보
31)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1호, 2020. 8. 4., 일부개정] 제2조의2(병과)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32) 육군모집 홈페이지-육군간부의 길-병과소개-육군 병과소개 자료, p.6.
(https://www.goarmy.mil.kr:447/sites/goarmy/images/sub/2020_bintro.pdf)(검색일 : 2020.11.28)

33)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 [국방부령 제1019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제3항; 제17조의2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1&lsiSeq=218583#searchId2)(검색일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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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과 부사관은 정보통신(21) 직무분야 통신(213) 중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UAV 운용과 정비 준사관과
부사관은 기계(16) 직무분야 항공(165) 중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34)

육군의 정보분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특기 및 민간인정 경력
장교특기(특기코드):경력

준사관특기(특기코드):경력

부사관특기(특기코드):경력

인간정보(151):정보기술

UAV운용(155):항공
- UAV정비(155 339)

인간정보(151):정보기술
신호정보(152):통신
- ES 운용(152 335)
- EA 운용(152 336)
영상정보(153):통신
- TOD/라지트 운용(153 337)
- 레이다 영상분석(153 337)
드론/UAV운용(155):항공
- UAV정비(155 339)

기무(154):정보기술

기무(154):정보기술

신호정보(152):통신
정보장교(150):정보기술

정보전문(820):정보기술
기무(870):정보기술

영상정보(153):통신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및 UAV운용 및 정비는 정보병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정보전문과 기무특기는
전 병과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장기근무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저자의 경우에는 1985년 정보장교로 임관하여 2020년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2002년 정책정보(750) 부특기,
2003년 국제전문(785) 부특기, 2015년 군사외교 전문부특기를 부여받고 정책부서인 국방정보본부에서 장기 근무
하면서 정보체계발전과 정보정책업무를 발전시켰다.
국방정보분야의 자격제도로 영상판독사, 국방보안관리사35)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무인기조종사와 수중
무인기조작사 자격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정보학도 국방정보론 등의 각론을 발전시켜 정보병과, 기무(군사안
보) 및 정보전문(정보사령부, 777사령부) 특기분야와 연계한 학위과정 및 자격과정을 연계한 발전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 면접시험 가산점 요소 중 국방부 지정 안보학 과목(국가안보론, 북한학, 무기체
계론, 전쟁사, 리더십)을 이수하면 가산점이 주어진다. 국가정보학을 안보학 과목에 포함시키면 장교양성 20여개
대학교 군 관련학과 부사관양성 50여개 대학 부사관학과 및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지원시 안보학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40여개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선정되어 국가정보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사법상의 국방정보분야 자격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하
며,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하고 있으며,36) 영상판독사와 국방보안관리사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37)

34) 산업인력관리공단 Q-Net 국가기술자격제도 응시자격 중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육군) 재편집.
(http://www.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검색일 : 2020.11.27)

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연구보고서-국방보안관리사 자격신설 연구, 2017.12.5.,
(https://www.krivet.re.kr/ku/da/kuBAAVw.jsp?orderBy=NEW&gn=E1-E120174960) (검색일 : 2020.11.29)

36)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 [국방부령 제1019호, 2020. 6. 1., 일부개정]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08735&chrClsCd=010202) (검색일 : 2020.10.30)

37)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국방자격 검정 응시 자격(제83조의4 관련) (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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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판독사와 국방보안관리사의 응시자격

영상
판독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영상판독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판독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군 정보교육기관에서 부사관 중급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영상판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영상판독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영상판독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각군 정보교육기관에서 부사관 초급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영상판독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영상판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방보안관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7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분야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국방 보안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영상판독사와 국방보안관리사의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38)
영상판독사와 국방보안관리사의 검정과목

영상
판독사

1급

영상판독 이론, 영상분석, 북한군 전술, 지리 공간 정보, 영상판독 실무Ⅲ

2급

기상과 지형, 영상정보 개념, 전투서열(지해공군),
군사보안(문서보안, 정보통신보안), 영상판독 실무Ⅱ(작업형)

3급

수집관리, 플랫폼과 센서, 전투서열(북한군 지상군),
군사보안(문서보안, 정보통신보안), 영상판독 실무Ⅰ(작업형)

국방보안관리사

국방보안 경영ㆍ관리, 국방정보보안체계 운용ㆍ관리,
국방 물리보안 구축ㆍ운용, 국방비밀관리,
국방보안 수준평가 및 환류, 상황 해결형 평가

2020년 10월 8일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입법예고한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으로 국
방무인기조종사와 수중무인기조작사가 있으며, 국방무인기조종사와 수중무인기조작사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39)

38)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과목(제83조의5 제2항 관련) (검색일 : 2020.10.30)
39) 국민참여 입법센터,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0-296호(2020.10.8.),
접수기간 : 20.10.8.-20.11.18.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78?cptOfiOrgCd=1290000) (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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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무인기조종사와 수중무인기조작사 응시자격
무인
항공기
국방
무인기
조종사

무인
비행장치

수중
무인기
조작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육군정보학교 조종사 자격(외부, 내부, 감지기, SAR조종사)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육군정보학교 조종사 양성과정 또는 중급반 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육군정보학교 고등기술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중 비행경력 3년 이상(연 30시간 이상 비행) 또는
누적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중무인기조작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수중무인기조작사 2급 취득 후 관련 직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중무인기조작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수중무인기조작사 3급 취득 후 관련 직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급

다음 각 호의
1. 수중무인기
2. 수중무인기
3. 수중무인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보직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입법예고중인 국방무인기조종사와 수중무인기조작사의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국방무인기조종사와 수중무인기조작사 검정과목
국방
무인기
조종사

수중
무인기
조작사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1급
2급
3급

항공기상, 공역통제, 자산운용, 운용체계, 비행절차, 비행조종, 비상조치,
사고조사, 안전진단, 비행데이터 분석
항공법, 항공기상, 공역통제, 장비구조, 항공역학, 비행조종, 비상조치,
사고조사, 안전진단, 드론정비

법령의 이해, 해양환경의 이해, 수중무인기의 이해,
수중무인기 운용, 수중무인기의 유지관리,
비상상황 대처 및 안전관리, 수중무인기 운용실기

나. 군무원 인사법상 정보 관련 법제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
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하며(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 시험의 종류),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 수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6조).40)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 수준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3. 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1호, 2020. 7. 28., 일부개정] 국방부(군무원정책과, 법무담당관, 예비전력과)
(https://www.law.go.kr/lsSc.do?menuId=1&query=%EA%B5%B0%EB%AC%B4%EC%9B%90%EC%9D%B8%EC%82%AC%EB%B2%95#undefined)(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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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정보 관련 직렬 군무원 시험과목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 정보 관련 직렬 군무원 시험과목 변천
구분

직렬

1984년

조사정보

헌법, 행정법, 행정학, 형법(군형법),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법제대의

1991년

정보

정보학, 정보학개론, 민법총칙, 형법(군형법), 형소법(군사법원법)

군사정보

행정학, 정보검색론, 정보사회론, 정보관리론, 과학기술정보론, 헌법,
행정법, 정치학, 심리학, 자료조직법

기술정보

행정학, 정보검색론, 정보사회론, 정보관리론, 과학기술정보론, 정치학, 심리학, 자료
조직법, 정보이론과 실제, 일어, 중국어, 노어, 불어 등

1995년

2004년
2009년
~ 현재

시험 과목

군사정보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정보사회론, 심리학, 정치학

기술정보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정보사회론, 암호론, 전자계산일반

군사정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정치학

기술정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정보체계론

- 수사 직렬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 사이버 직렬 : 정보보호론, 네트워크보안, 소프트웨어공학
* 공통과목 : 국어, 한국사(공인성적), 영어(공인성적)

국방부의 정보 관련 직렬의 변화는 조사정보에서 정보, 정보에서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로 세분되었으며. 시험
과목은 법학 과목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과목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년부터 국가정보학이 포함되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인 국방정보분야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직렬 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경력채용시에는 ( )안의 2과목으로 시행한다.41)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직렬 군무원의 공개(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직군

직렬
군사
정보

행정
기술
정보

계급

시험과목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체계론, 암호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직렬 군무원의 공개(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에 국가정보학은 전 계급에 해당된다. 국방
부 정보군무원 시험의 필수 과목인 국가정보학의 발전은 국방정보의 발전과 직결된다.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국방
정보본부 등과 협조 국가정보학 기본서 범주 발전 및 재발간 등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1항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
항 제5호 등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 시험이 일부 없이 시행할 것이다.

41)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3]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 <개정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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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7조(신규채용) 제2항 제5호
군무원인사법 제7조(신규 채용) 제2항 ~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실제로 2020년 11월 6일자 2020년 후반기 국방부 주관 각군의 5급 이상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전 계급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시행계획에서42) 시험방법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으로 하였다.
※ 채용분야(필기시험 면제 경력경쟁채용): 보건직렬, 군 복무 중 상해자, 중증장애인
1차 시험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하는데, 응시인원이 10명 이상
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5명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2차 면접시험은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
<면접시험 평가요소>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④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⑤ 예의‧품행‧준법성‧도덕성 및 성실성

면접 방법은 5급 이상 직위는 개인발표·개별면접·집단토의를 실시하고, 6급∼7급 직위는 개인발표·개별면접, 8
급 이하 직위는 개별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
군무원은 일반군무원 이외에 전문경력관과 일반임기제 군무원이 있으며, 전문경력관은 임용 후 정년까지(60세)
근무하며, 일반임기제 군무원은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전문경력관과 일반임기제 군무원의 채용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시험(주로 교관직위 연구강의) 및 면접
시험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군무원 계급별 경력기준은 다음과 같다.43)
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군무원 계급별 경력기준
임용 예정 계급
경력·소지 분야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군인

대령

중령

소령

소/중/대위

준위

상사/원사

중사

하사

11년이상

8년이상

4년이상

학위소지

11년이상

7년이상

3년이상

학위소지

(학위)

13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이상

자격소지

직무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박사
석사

직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또는 연구실적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11년이상

8년이상

2년이상

42)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제3360호, 국방부 공고 제2020-327호, '20년 후반기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1.6.)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26382&boardSeq=I_8342487&titleId=null&siteId=mnd&id=mnd_02040300000
0&column=null&search=null) (검색일 : 2020.11.12.)

4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 <개정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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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임용예정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된 후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경력경쟁채용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직무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및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임용 예정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및 그 경력이 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 계급의 경력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근무경력 없이 경력경쟁채용 될 수 있다.
직무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관련 채용공고에서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 6급 군무원의 경우 관련학과 (또는 00학, 00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5급 군무원의 경우 관련학과 (또는 00학, 00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박사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 무관)
- 4급 군무원의 경우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7년 이상 근무경력자
(박사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근무경력자
- 3급 군무원의 경우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1년
(박사는 상기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근무경력자
- 2급 군무원의 경우 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1년 이상 근무경력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자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의 5개년간 전공분야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관련학과

및 전공은 아래와 같다.44)
석사 및 박사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관련학과 및 전공
직렬 구분

관련 학과 및 전공

군사정보 직렬

안보학, 북한학, 정치외교학, 빅데이터, 무기기술정보, 디지털포렌식,
수학, 정보보호학, 암호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지구물리학, 지진학,
기상학, 음향학, 핵물리학, 핵 또는 미사일 분야, 정보통, 빅데이터,
통신신호, 암호 알고리즘 분야, 컴퓨터공학 분야

기술정보 직렬

북한학, 북한전략, 대북정책, 북한정치, 정치학, 빅데이터, 암호학, 수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정보보호, 이동통신 분야

- 수사 직렬 : 법학, 경찰행정학, 범죄수사학, 과학수사학, 범죄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안학 등
- 행정 직렬 : 군사학, 정치학, 국제정치학, 안보정책학, 안보학, 역사학, 경영학, 상담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무기체계학, 방위사업학, 통일안보 분야

위의 학문을 전공한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가 군사정보나 기술정보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면 필기 시
험으로 국가정보학은 필수이고 심리학이나 정보사회론 중 1과목의 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국가정보학회와 국가정보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5~9급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군무원의
주요 과목인 국가정보학에 국방/군사정보 분야를 보강하여 실무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과 대학원 등에 국가정
보학 관련 다수 강좌를 개설하고, 국가정보학과나 국가정보학 전공을 신설하면서 국방부(군무원정책과)와 국방정보
본부 등에 국가정보학 전공자를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 응시자격에 포함하여 선발하도록 한국
국가정보학회 차원에서 세미나 개최, 국가정보학 교육강좌 개설 및 회장단의 기관방문 등의 방법으로 긴밀하게 협
조하여야 할 것이다.
44)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채용안내-공지사항-2020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
(https://recruit.mnd.go.kr:450/recruit.do) (검색일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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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국가정보학회 국방정보보안분과에서는 국가정보학 발전과 연계하여 자체 국방정보 분야 발전과 각론
개발에 노력하고, 현 국방부 인정 안보학 과목(국가안보론, 북한학, 무기체계론, 리더십, 전쟁사)에 국가정보학을
추가 반영하여 대학에서 국가정보학 과목을 이수하면 장교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 받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국가정보학 기본서 내용에 국방/군사정보 분야가 보강되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학회의 다수 회원이 국방부의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군무원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위원 등으로 활동
함으로 시험 출제 비중에 국방정보론 확대와 아울러, 군무원 면접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발표·개별면접·집단토의에
전 직급 공통과목인 국가정보학(국방정보론 포함) 지식보유 유무 검증의 반영을 위하여 관심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국방정보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분야 정보기구에 대하여 공개된 법령 근거를 기준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다. 국방정보본부(본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보기구를 조직적·종합적으로 통합·운용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시켜 군사에 관한
정보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대통령령 제10474호로 1981년 9월 30일 국방정보
본부령을 제정 및 시행 하였다.45)
(1) 국방정보본부 개관46)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정보본부장은 국방
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하고, 군사정보
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업무를 지원한다.
국방정보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
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
부장관이 정한다.
(2) 국방정보본부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두며, 예하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개정 2009. 12. 30., 2011. 7. 1., 2018. 12. 4.>
1. 군사 관련 영상ㆍ지리공간ㆍ인간ㆍ기술ㆍ계측ㆍ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 <2018. 12. 4.>

국방정보본부 예하부대 관련 개정연혁을 보면 2009년 12월 30일 개정시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적 및 가
상적국에 대한 인간정보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와 각종 신
45) 국방정보본부령 [시행 1981. 9. 30.] [대통령령 제10474호, 1981. 9. 30., 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46) 국방정보본부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2호, 2018. 12.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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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제777사령부 및 사이버 군사작전의 계획, 시행, 부대
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정보사령부는 1946년 1월에 군정청 국방 총사령부 정보과로 발족하여, 1946년 8월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정보
국을 거치고, 같은 해 11월말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개편되었다. 이것이 입수 정보를 분석 판단하는 정보대인 1과
로 불렸고, 후에 육군 정보대(MIG)가 된다. 1950년 7월에 육군본부 정보국 내에 공작과가 만들어져 주로 첩보를
담당하는 2과(영문약자가 HID였다.)로 불리다가, 1951년 3월 독립된 첩보부대가 되었다. 첩보분견대본부(HID)는
1961년 육군 첩보대(AIU)로 개칭하고, 1972년 정보대(MIG)와 첩보대(HID)를 통합해 육군정보사령부(AIC)가 되
었다.47) 1990년 9월 29일 육해공군 정보사령부를 국군정보사령부로 통합 창설하였다가 국방정보본부령 전부개정
령과 관련하여 1999년 3월 30일 폐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비공개되어 있다.48)
국방부 제777부대령은 1956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비문이다.49) 777사령부는 1956년 1월
10일 한국과 미국의 정보공유협정을 체결로 인하여 출범하였다. 백두신호감청기, 지상 및 해상의 감청 장비를 이
용해 북한 지역 신호정보 및 감청정보를 생산하며, 북한군은 감청이 불가능한 유선 통신망을 활용하고 무선 통신
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과 암호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거나 역정보를 흘리고, 무선 교신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
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NSA와 군 산하 기관이라는 것과 신호정보 수집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기
관이다. 777사령부와 상호 협력 관계에 있으며, '서슬락’(SUSLAK)이라 불리는 한국 지부가 부대 내에 존재한다고
한다.50)
2011년 7월 1일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시 제4조 제2항 제3호의 사이버사령부가 사라지고,51) 국방정보본부령 제
4조 제2항 제3호에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의 수집·생산·지원·연구개발 및 전구(戰區)작전 지원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국방지형정보단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설치되었다.
2018년 12월 4일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삭제된 국방지형정보단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정보
사령부로 통합되면서 정보사령부에서 ‘지리공간’ 정보의 수집 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 수
집에 대한 방어대책으로서의 대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7) 나무위키, 국군정보사령부 (https://namu.wiki/w/%EA%B5%AD%EA%B5%B0%EC%A0%95%EB%B3%B4%EC%82%AC%EB%A0%B9%EB%B6%80) (검색일 : 2020.11.5)
48) 국군정보사령부령 [시행 1999. 3. 30.] [대통령령 제16208호, 1999. 3. 30., 타법폐지], 대통령령 제16208호(1999.3.30.) 국방정보본부령
전부개정령과 관련하여 국군정보사령부령 및 국방부 제777부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5)
49) 국방부 제777부대령 [시행 1956. 10. 1.] [대통령령 제1179호, 1956. 10. 1., 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5.)
50) 나무위키, 777사령부 (https://namu.wiki/w/777%EC%82%AC%EB%A0%B9%EB%B6%80) (검색일 : 2020.11.5)
51) 2011년 7월 1일 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사라진 사이버사령부는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계획, 시행, 연구ㆍ개발 및 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로 독립되었다. 제정이유는 사이버사령부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여 설치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령[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6호, 2011. 7. 1., 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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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정보본부의 업무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방정보본부의 업무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위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 업무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국방정보본부의 해외정보업무는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
산ㆍ전파 업무이다. 국제정세를 판단하고 해외 군사정보를 위해서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른 국외정
보인 외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 및 지지 등 각 부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나) 군사 전략정보 업무
전략정보란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 및 군사 기획수립에 요구되는 정보를 말하며, 경찰학 사전에서
는 전략정보를 국가정책지도자들이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수립과 국가안전보장 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취약성 및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이는 국가수준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하여 각 정보기관에서 작성된 정보가 종합되어 작성되는 것
으로 평시(平時)에 있어서는 국가안전에 관한 적당한 정책의 기초가 되고 전시에 있어서는 국가총력전 수행에 필
요한 전반적인 군사작전계획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52)
(다)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국방정보본부 무관운영과에서는 재외공관에 주재무관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다.53) 대통령령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
으며 임명도 한다.

52) 경찰학사전, 2012.11.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421&cid=42149&categoryId=42149) (검색일 : 2020.11.30)

5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5호, 2020. 2. 4., 일부개정] 및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시행 2018. 7. 4.]
[국방부령 제965호, 2018. 7. 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204&lsiSeq=214051#0000)(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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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
관),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선
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하며,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
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이란 외
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재외공관무관부란 「재외공관 무
관주재령」에 따른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
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
을 겸할 수 있는데,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
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위 단서 조항을 준용한다.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중
령 이상)이 되고,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
무관(중령 이상) 또는 무관보(중령 이하)로 명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는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며,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주재무관의 임무
1.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지원
2.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ㆍ보고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4.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5.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6. 주재국에 파견된 장병 지원과 군무원 및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7.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및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8. 재외공관장에 대한 군사업무에 관한 보좌
9.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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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무관도 위 임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수석무관의 지휘 감독 권한
1. 다른 주재무관의 임무 수행
2. 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3.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
4.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
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으며,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
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
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주재무관의 정원은 아래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별표 주재무관 정원표(2020.2.4.일 개정)
구분

총계

인원(명)

77

육군

해군

공군

장성

영관

장성

영관

장성

영관

2

39

1

17

1

17

2020년 2월 4일에는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와의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
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武官)의 정원을 75명에서 77명으로 2명(육군 및 공군 영관급 장교 각 1명) 증원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공포하였다.54)

54) 대통령령 제30385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0. 2. 4.] [2020. 2.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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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국방정보본부 주한무관협력과에서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55) 근거하여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
조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육,해,공군의 무관인 경우에는 접수국은 그의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그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외
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7조 등을 근거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
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agree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국은 "아그레망"
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조).
1961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 빈(영어식 발음 '비엔나')에서 체결된 다자조약인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조 1의 외교공관의 직무는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외교공관의 직무
(a)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b) 접수국에 있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c)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d)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한 상기 사항의 보고
(e) 접수국과 파견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간의 경제, 문화 및 과학관계의 발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조1의 외교공관의 직무(d)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
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한 상기 사항의 보고를 언급하고 있어. 우리 정부정책이나 및 국방정책 등에 대한
홍보와 친한화의 대상으로,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합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은
보장하면서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차단하는 방첩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
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제31조 조항이 있어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외교관계 등을 고려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
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
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으며, 파견국이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
2018년 검찰은 정보사 전 간부 등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일본 무관 1명은 빈협약에 따라 ‘페
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외교적 기피인물)’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교부를 통
해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은 이를 수용해 해당 무관을 조기 귀국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무관은 한국 측 항의를 받고 2019년 6월에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국 조치된 일본 무관 등은 2013∼2017년 전 정보사 간부 H 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 씨
에게서 각각 54건과 20건씩 총 74건의 정보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일본 무관들은 이들에게 문건 제공 대가로
2,320만 원을 지급했다.
55)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발효일 1971.1.27.]
[다자조약, 제365호, 1971.1.21.] (검색일 : 2020.10.30.) (https://www.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licTrty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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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일본 무관에게 들어간 3급 기밀 문건의 제목은 ‘함남 평남 지역 미사일 무기 저장시설 위치
및 저장량’ ‘북한의 해외 미사일 기술자 채용’ ‘북한의 SLBM 잠수함 개발’ ‘대북제재 품목의 밀반입 동향’ 등이다.
2019년 1월 H 씨와 L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국가안
보를 이유로 판결문을 비공개했다. 항소심 선고는 2019년 7월 24일이었다.56)
국방정보본부 주한무관협력과에서는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외국 국방정보기관 초청 및
방문 행사를 통한 군사정보 교류 협력과 군사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에는 제3차 아시아 태평양 정보본부장 회의에 맞춰 정보감시정찰 방산장비 전시
회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국내의 정보감시정찰 장비와 관련된 7개 방산업체와 2개의 연구기관이 참
가하여 무인경계감시장비, 무인비행기, 레이더 등을 전시했으며, 도담시스템스에서는 무인경계감시장비, 지향성음파
송신기 등 첨단기술을 선보였으며,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과계관들과, 행사에 참가한 각국 정보본부장들로부
터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57) 2010년 6월 11일에는 24개국의 군 정보본부장을 대상으로 천안함 관련 민군 합
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추진기 실물을 보여준 뒤 질의응답 시
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국가의 정보본부장들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의 기술적인 부분에 큰 관심을 표
시한 뒤 북한이 훨씬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도 왜 이런 도발을 감행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58)
2020년 8월 11일 국방부는 전쟁기념관에서 44개국, 1개 국제기구의 주한 무관단과 외교단 62명이 참여한 가
운데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방정책설명회는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주한 무관단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방
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철
저한 방역수칙의 준수하에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에서 △ 최근 안보정세 설명, △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소개 △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안내,59) △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소개60), △ 질의·응답 순으로 진
행하였다. 국방정책실장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현지 무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주한 무관단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한편, 주한 무관단은 국방정책
설명회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 전시 중인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을 관람하였다.61) 앞으로도 국방부는 주
한 무관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설명회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62)
(마)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국방정보본부의 암호보안정책과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
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군사비밀보호법과 대통령령인 군사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관리하면서 군사비밀보호 정책업무
를 수행한다.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
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
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63)
56) 동아일보, 주한 日무관, 군사기밀 수집하다 귀국조치, 2019.7.16.(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6/96491729/1) (검색일 : 2020.11.19.)
57) 도담소식, 정보감시정찰 방산장비 전시회 참가, 2010.6.15.(http://www.dodaam.com/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검색일 : 2020.11.19.)
58) MBN 뉴스, 군, 24개국 군 정보본부장에 천안함 조사 설명, 2010. 6.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33599).(검색일 : 2020.11.19.)

59)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 국방분야 연례 다자안보협의체로,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 고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안보전문가 간
화상세미나(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60)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 150여개국 국방·외교장관 및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 예정인 국제평화유지활동 최대·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로, 2021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다.
61)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 6·25 전쟁 참전자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쟁기념관에서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를 전시하였다.
62) 동고동락, 주한 무관단 대상 국방정책설명회 개최, 국방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nd9090/222057630034) ((검색일 : 2020.11.20.))
63)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15. 9. 1.] [법률 제13503호, 2015. 9. 1.,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검색일 : 2020.10.3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50901&lsiSeq=174512#0000)

40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연례학술회의

국정원이 주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국방부 차원의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관리하면서 국방부와 합참, 각군 등에 대한 보안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제71조(시행세칙) 제2항에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본부, 합
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 각 군 ~ 생략 ~ 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
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64) 이 근거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에서 국방보안업무훈령 관련 업
무를 주관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 차원의 정보활동과 재외무관 활동 등을 통한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
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시행 감독 및 문제점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관리의 시행 근거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제71조(시행세칙) 제2항에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 생략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는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가 아닌 국방부 전력정책과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에 대한 법령관리를 주관하고 있다.65)
방산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
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
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방산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방산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ㆍ접근ㆍ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
다.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64) 보안업무규정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7.] [대통령훈령 제420호, 2020. 3. 17.,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1.)
6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약칭: 방산기술보호법)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52호, 2017. 11. 28.,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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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보호법령을 관리하는 국방부 전력정책과는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한 대외협력 업무 및 국방과학기술진흥 중ㆍ장기정책 수립ㆍ
시행,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통제,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
토,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업무의 조정,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력 건설
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66)
국방부 전력정책과는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산기
술보호법과는 다소 상이하여 방산기술보호법 주관부서를 국방정보본부 암호보안정책과로 이관하여 장기적으로 방
위산업보안훈령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방첩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방첩업무규정 제1조는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방첩업무규
정」, 「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고 있
다.67) 군방첩이란 군사상 기밀(군 관련 국가기밀을 포함한다)을 탐지·수집하려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대응 활동을
말한다(제2조).
방위사업청의 ‘분임방첩담당관은 「청 보안업무규정」상의 분임보안담당관이 겸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
조),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의 군 방첩업무규정은 비공개로 되어 확인이 제한되지만 국방부에 보안부서를 두지 아
니하고 국방정보본부에서 국방보안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현실에서 군방첩업무 규정도 국방정보본부 암호보안정책
과에서 국제보안과 더불어 외국인 대상 인원보안과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안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
면에서 합당할 것이다.

라.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의 정보업무
(1) 합동참모본부 정보업무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전략정보·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사
이버작전의 지도·감독 등의 정보 및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68)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두고 있으며, 합참 정보본부
에는 본부장 1명을 두고, 합참 정보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합참정보본부장은 군사전략정보 및 군사정보
의 수집·분석·생산·전파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특이한 것은 합참의 민군작전,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 및 계엄업무를 합참 작전본부장이 아닌 합참 군사
지원본부장이 분장하고 있다.
(2) 육군의 정보업무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
원참모부를 두고 있으며,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육본 정
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업무 및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69)
66) 국방부 홈페이지 – 국방부 소개 – 조직 및 직원 안내 – 조직도 - 전력정책과 (https://www.mnd.go.kr)(검색일 : 2020.10.31.)
67) 방위사업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 2019. 5. 20.] [방위사업청예규 제514호, 2019. 5.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1.)
68) 합동참모본부 직제 [시행 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9호, 2019. 6.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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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두며, 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
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두며,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육군정보학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으며, 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육군정보학교
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며, 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
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70)
2017년 육군정보학교에 처음 개설된 드론교육센터가 전군의 17개 지역 드론교육센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한다. 지역 드론교육센터에서 필요한 교관을 양성하고, 센터의 운용을 총괄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야전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전투수행 기능별 드론 고등기술을 개발해 지역 센터를 지원하는 임무도 병행한다. 지역 드론교육센
터는 4주의 교육으로 경계·방호·수송·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대대급 이상 부대의 드론 조종자를 양성한다. 시뮬레
이터를 비롯한 각종 장비와 시설을 갖췄으며, 산악·해안·도시 지역 등 부대별 맞춤형 드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군사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안티 드론(Anti-Drone)’ 분야에도 관심을 쏟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드론 공격·방어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71)
(3) 해군(해병대)의 정보업무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참모부를
두고 있으며,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
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및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72)
해병대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복지전직지원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교육훈련참
모처·화력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해병대사령부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정보참모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73)
(4) 공군의 정보업무
공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참모부를
두고 있으며,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
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및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74)

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개관
2018년 9월 1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직무
69)
70)
71)
72)
73)
74)

육군본부 직제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육군정보학교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국방일보, [육군] 연 1000명 ‘드론 전사’ 인프라 구축 ‘박차’, 2020.11.2.(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15)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4호, 2019. 6. 25., 타법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9. 9. 3.] [대통령령 제30067호, 2019. 9.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공군본부 직제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4호, 2019. 6. 25., 타법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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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할 때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
우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감사, 검
열 및 직무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도록 하는 등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 운영 및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75)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2018년 9월 1일 폐지하고,76) 창설하였다.
1957년 11월 21일 육군의 방첩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무부대를 두기 위한 육군특무부대령을 제정하였으며, 육군특무부대령 시행 당시의 육군
특무부대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였다.77) 1960년 7월 20일에는 육군방첩부대로 부대명을 변경하였
으며,78)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보안부대로 변경되었다가,79) 1977년 9월 26일 육군보안부대를 모체로 해공군보
안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부대로 창설되었으며,80) 1990년 12월 31일 국군기무부대로 변경되었다가,81) 1994년
5월 13일 국군기무사령부로 다시 변경하여 운영하였었다.82)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은 정원의 1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兵)의 정원은 제외한다.83)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
하며,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
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
며,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 업무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
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두며, 위장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75)
76)
77)
78)
79)
80)
81)
82)
83)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8. 21., 제정], 제정이유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국군기무사령부령 [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9113호, 2018. 8. 21., 폐지]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육군특무부대령 [시행 1957. 11. 21.] [대통령령 제1316호, 1957. 11. 21., 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육군방첩부대령 [시행 1960. 7. 20.] [국무원령 제36호, 1960. 7.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육군보안부대령 [시행 1968. 9. 23.] [대통령령 제3593호, 1968. 9. 23., 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국군보안부대령 [시행 1977. 9. 26.] [대통령령 제8704호, 1977. 9. 26., 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국군기무부대령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9호, 1990. 12. 31., 전부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국군기무사령부령 [시행 1994. 5. 13.] [대통령령 제14258호, 1994. 5. 13., 전부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시행 2020. 2. 4.]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 2. 4., 타법개정] (https://www.law.go.kr)(검색일 :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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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부대 및 기관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군사안보지원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군사안보지원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본원칙 등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의 금지행위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 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
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무기사용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으로, "군사경찰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본다.
「군사경찰무기사용령」 제3조부터 제5조
제3조(무기사용 범위) 군사경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대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방위함에 있어서 그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방위할 방법이 없을 때
2. 여러사람이 떼를 지어 폭행하거나 또한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압할 방법이 없을 때
3. 중한 현행범을 발견하여 세차례나 정지를 명하여도 도주할 때. 다만, 생명상 위험이 없는 신체부분에 한한다.
4.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폭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정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한 때
제4조(무기사용 제한) 군사경찰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라도 주위의 정황이 그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군사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없이 소속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시 군사경찰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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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무(제4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제4조 제1항).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1.
2.
3.
4.
5.

군 보안 업무
군 방첩 업무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지원 업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무(제4조) 제1호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무(제4조) 제2호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무(제4조) 제3호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무(제4조) 제4호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각칙) 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각칙)
제1장(반란의 죄) 및 제2장(이적의 죄),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의 죄)와 「국가보
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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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무(제4조) 제5호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
여 정하며(제4조 제2항),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
4조 제3항).
(4) 안보수사 활동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4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
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몰래 촬영하도록 한 B씨 등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 수사해 각각 민간검찰(울산지
검)과 군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11월 17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
련 회의자료를 누설한(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예비역 해군 장교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C대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누
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에서도 현대중공업 관계자 일부에 대한 재
판이 진행 중이다.
군사법원은 장보고-Ⅰ(1200t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특수전지원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각각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보고-Ⅰ사업
관련 회의자료 등을 누설한(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사청 소속 해군 A중령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을 선고했다.84)

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정보업무
(1) 사이버작전사령부 개관
2009년 12월 30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이버사령부로 창설되었다가,85) 2011년 7월 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로 변경하여 설치하였다.86)
2019년 2월 26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로 하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
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이버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이버작전사령부령」으로 전부 개정하였다.87)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
이버작전사령부를 두고,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84) 세계일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한 해군 중령·예비역 실형, 2020.11.17.
(http://www.segye.com/view/20201117513795?utm_source=dable) (검색일 : 2020.11.28)

85) 국방정보본부령 [대통령령 제21915호, 2009. 12.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0.11.5)
86)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6호, 2011. 7. 1., 제정] 제정이유.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0.11.5)
87)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1호, 2019. 2. 26., 전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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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령관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은 2급 군무원으로 보한다.88)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감독하며, 부사령관은 사령관
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
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사이버작전사령부 임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임무
1.
2.
3.
4.
5.
6.
7.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그 밖에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하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
부터 위의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20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시상식을 2020년 11월 10일 사이버 작전사령관 주관
으로 개최했다.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이번 경연대회는 국내 4대 해킹대회 중 하나로, 군 사이버작전을 가상화한
문제 풀이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사이버위협에 대해 국방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경연대회가 우수한 사이버 인재 발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화이트햇 콘테스트’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그동안 진행됐으
나, 국방 사이버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회 명칭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로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 9월 12일(예선), 10월 17일(본선)에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구분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경연대회 결과에 따라 상위 3개 팀에 대한 시상을 했다. 예선전에서는 총 489개 팀이 참가해 일반부와 청소년부
로 구분돼 각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는 지난해 대회에서 1위를 한 2개 팀이 자동 진출해 총 18개 팀
이 참가했다.
88)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1호, 2019. 2. 26., 전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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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에서는 ‘인공지능(AI) 킬러로봇 공격 무력화를 위한 시스템 침투 및 역공격’이라는 주제로 문제 풀이 방식
을 통해 치열하게 실력을 겨룬 결과 일반부는 ‘KAIST GoN팀’이, 청소년부는 ‘군필여고생쟝팀’이 최종 우승을 차
지했다. 일반부 1위를 차지한 KAIST GoN팀은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정예 화이트햇 해커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부 1위를 차지한 군필여고생쟝팀은 “평소 함께 공
부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결과 우승할 수 있었고, 많이 성장한 기분이 들어 뿌듯하다”고 수상 소
감을 밝혔다.89)

사. 국군심리전단
(1) 심리전단 개관90)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두
며, 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
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
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
이 정한다.
(2) 심리전단의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국군심리전단령 제2조).
국군심리전단의 임무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아. 국방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관계 법령
(1) 국방정보 및 보안 관계 법령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방첩업무규정, 군방첩업무훈령, 방사청 방첩업무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위한 테러방지법,
군사기밀보호법, 보안업무훈령,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사업보안업무훈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경찰무기사용령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등

89) 보안뉴스, 국방부, ‘2020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0.11.12.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2520&kind=2) (검색일 : 2020.11.28)

90) 국군심리전단령 [시행 1990. 10. 1.] [대통령령 제13117호, 1990. 9. 29., 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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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국가정보학의 활용 실태와 국가정보학의 발전 방향 및 국가정보학과 국가정보학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가정보학에 국방정보론 반영 안을 예시를 들어 제시하였다.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정보학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의 설치,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 대학 내
국가정보학과 개설과 강좌개설을 확대하고, 한국국가정보학회 지원, 국가정보학 각론 개발91), 교수요원 양성,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가정보학 과목 확대 실시,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조치와 정보기관과 학계간의 긴밀한 협력 등이 추진되어왔다.92)
융복합과 협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국가정보학회와 학회에서 발행한 국가정보학 기본서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정보와 부문정보, 부문정보와 부문정보
간에 다양한 기술을 서로 융복합하고, 연결시키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 학문분야에서는 국
가정보와 부문정보의 비중도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
2013년 7월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발행한 『국가정보학』 기본서를 시급히 재발간을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정보학 교재가 국방부 정보군무원 수험서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정보 분야 내용도 다수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국방정보론에 대하여 사전 학습한 인재가 국방부 정보군무원으로 채용되어 단기간에 업무에 적응하고
군사 및 기술정보업무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가정보학에 국방정보론을 포함하고자 한다.
한국국가정보학회의 위상 제고와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전 및 국방정보론의 실무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학 학문분류체계의 정립과 국가정보학 내용 범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분류 사회과학의 중분류 정책학 소분류 국방/안보정책에 포함되어 있을 국가정보학(연구)을 세분류에 국가정보
학을 포함시켜 연구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과학 중분류에 국가정보학으로 독립시키기 위해 현재의 국
가정보학 개론의 범주를 수행업무에 따라 정보, 보안, 수사, 기획조정 등으로 확대하며, 더불어 국가정보학 각론을
세분화하여 교재를 개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기적인 최신화된 국가정보학 교재 발간이다,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학회
의 전 후반기 학술회의와 수시 세미나 및 각종 연구자료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가정보학 교재에 반영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정보학 개론과 각론으로 정보수집론, 정보활동론, 정보기구론, 국방정보론 등의 발간과 수요의 창
출이다.93)
셋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국가정보학 교과목의 반영이다. 2013년부터 국정원의 직원채용 시험제도
변경으로 국가정보학이 제외된 것은 국가정보의 학문적 발전 차원에서 볼 때 지극히 아쉬운 일이다. 학회 차원의
국가정보학의 국가정보원 채용시험 재반영 협조가 필요하다.
91) 국가정보학 각론으로는 정보활동론으로 첩보수집론, 정보분석론, 보안방첩론, 비밀공작론, 인간정보론, 기술정보론, 공개정보론, 암호술,
사이버안보론, 대테러리즘, 산업보안론, 정보실패 사례연구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보기구론으로는 미국정보기관, 유럽정보기관, 북한정보기관,
한국정보기관, 이스라엘 정보기관, 일본정보기관, 중국정보기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보학 총론으로 정보정책론, 첩보활동사,
정보활동과 민주주의, 정보협력론, 정보통제 및 감시, 정보윤리, 정보와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기덕,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과제,
국가정보연구 제6권 제2호, 2013.12.30., p.201.
92) 이기덕,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과제, 국가정보연구 제6권 제2호, 2013.12.30., p.205.
93) 국가정보학 총론 교과목으로는 정보정책론, 첩보활동사, 정보활동과 민주주의, 정보협력론, 정보통제 및 감시, 정보윤리, 정보와 정책 등이
거론되며, 국가정보학 각론 교과목으로는 첩보수집론, 정보분석론, 보안방첩론, 비밀공작론, 인간정보론, 기술정보론, 공개정보론, 암호술,
사이버안보론, 대테러리즘, 산업보안론, 정보실패 사례연구 등의 정보활동론과 미국정보기관, 유럽정보기관, 북한정보기관, 한국정보기관,
이스라엘 정보기관, 일본정보기관, 중국정보기관 등의 정보기구론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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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가정보학의 실용 학문화를 위한 국가정보 및 부문정보 활동 현장 의견 반영이다. 회장단 또는
이사진의 국가정보 및 부문정보기구 방문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지식의 이해와 의견수렴 등 현장에서 필요
한 교재개발과 국가정보학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학 전공자가 국정원 및 국방부 정보직 군무원 학
위경력으로 채용되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국가정보학회 홈페이지 활성화와 회원 확대이다. 연례학술회의 및 수시 세미나에 추가하여 국가정보
학 강좌도 개설하고, 정보관리사, 정보분석사 등 자격증도 발행하며, 군무원 시험문제도 출제하면 국가정보학 실무
종사자, 교강사 및 수험생의 학회 참여가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회원의 구분에 무료회원제를 도입하여 국가정보
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간단한 등록으로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면 홈페이지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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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전문화 방안
문경환 (형사정책연구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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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들어 무역 전쟁을 언급할 만큼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긴장하고 있다. 10년 전 유로존 리스크나 이른바 관세전쟁인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기 때에 비해 오히
려 더 심각할 수 있음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의 공장,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폐쇄 조치로 인해 피해가 더욱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향후 통화 정책이
나 재정 정책으로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면서 실제로 세계 경기 둔화 징후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증시나 한국의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런 상황에서 동시에 전 세계가 자국민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앞 다퉈 입국절차를 강화하면서 심지어 국경을 봉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과거 군사 안보 위주의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안보위협 요인의 복잡․다양화로 안보의 개념 및 영역이 무한
히 확대되면서 테러를 비롯하여 기후환경, 생태계, 경제 및 각종 사회 요인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해 요인으로부터의 위협 수준이 상당히 증대되었다. 또한, 정보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국내․외 경계가 모호해 지
면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 위해 요인에 대응하여야 할 정보기관의 역할과 국가 정보활동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런 이유로 국가정보활동을 수행 중인 IO(Intelligence Officers)들의 전문성 또한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활동의 완벽 수행을 위한 IO들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IO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현행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국가정보관들에게
필요한 역량지표를 토대로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재설계2)하고, 이를 운영․평가하는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정밀
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거의 방식처럼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현장의 요구, 또는 의사결정자의 자의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경찰학박사, 경정
2) 교육과정(커리큘럼) 설계 유형에는 교과 중심 설계, 학습자 중심 설계, 사회 중심 설계, 문제 중심 설계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학습자의 필요 역량을 중시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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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이나 주관에 의존하여 명확한 기준이나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교과과정이 설계되고
교육이 운영될 경우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설계는 매우 시급한 과
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가능한 수준에서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는 정보경찰
의 교육과정과 교육․훈련의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고, 국가정보학과의 연계 방안 등 경찰정보 교육에 도입 가능한
교과과정이나 운영 및 평가 체계 등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가정보 및 정보경찰 교육 현황
(1) 국가정보학 및 국가정보 교육 주요 내용
가.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체계
국가정보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체계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데,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위상이나 정체성과 관련하여 김유은은 “셔먼 켄트(Sherman Kent) 이후 영국의 역사학자
들과 미국의 정치학자․역사학자․사회학자 및 국가정보와 관련된 여타 분과 학문의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관계학, 역사학, 심리학 등 인접 학문에 힘입어 자율적․독자적 학문 체계를 확립 중인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학
문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정보를 위한’ 연구를 넘어 ‘국가정보의’ 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정보활
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넘어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 다시 말해 국가정보학 자체로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독자적인 분과학문(discipline)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 분과학문과 구별되는 이론체계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주제가 필요함을 설시하였다.3) 김유은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활
동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온 연혁과 대학에서 국가정보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는 과정 등을 예시하면서 국가정
보학을 독자적 분과학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 후 이미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 분
야가 이미 학문적 위상에 대해 논할 정도로 발전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분과학문으로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
기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Julian Richards이 제시한 6개의 분류 범주
(역사, 성격, 분석기술 및 역량 발전, 정책정보, 기타 영역)와 Peter Gill과 Mark Phythian의 4개 분류 범주(조사/역
사, 정의/방법론, 조직/기능, 거버넌스/정책)를 예시하여 특히 정의/방법론 영역이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
립에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국가정보 연구(Intelligence studies), 즉 ‘국가정보학’에 대한 정의도 중요함을 주장하였
다. 국가정보 이론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가정보 연구 영역을 아우르는 단일 이론은 없지만 역사학, 국제관계
학, 심리학 등 인접 학문의 기여를 통해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체계에 대해서는 이기덕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기덕은 국내․외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과 영국의 국가정보학 발전 추이를 예시하고 국내에서 국가정보학이 연구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였는데, 예컨대 국가정보학이 독자적
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적, 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의 CIA대학교(CIA
University)나 국가정보대학교(National Intelligence University)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석․박사 과정 등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한 교수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대학 또는 대학원에 국가정보학과 신설
3) 김유은,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위상 및 국제관계학과의 관계”, 『국가정보연구』제12권 1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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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정보학 등 국가안보 관련 강좌 개설 확대와 국가정보학 각론 개발, 국가정보 관련 연구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 등도 주장하였다.4) 특히, 총론으로서의 ‘국가정보학’ 표준 교재 발간과 국가정보활동 및 정보기구 등에 대한
각론 개발 필요성 주장은 중요한 지적이라 하겠다. 이기덕의 연구를 통해 볼 때, 국가정보 교육에 필요한, 즉 ‘국가
정보학’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은 총론으로서 국가정보의 개념을 비롯하여 정보활동의 역사, 정보의 역할,
정책결정과 정보, 정보윤리 및 정보의 통제와 정보활동론으로서 첩보수집, 정보분석, 비밀공작, 산업보안,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리즘), 방첩,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구와 관련된 내용들로 볼 수 있겠다.

나. 국가정보 교육의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 정보관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정보교육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아 출판된 국가정보학 관련 저서 및 교재 등을 중심으로 국가정보 교육의 주요 내용
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판매 중이거나 기존에 출판되었던 국가정보학 교재는 김윤덕의 국가정보학(박영사, 2001)
을 비롯하여 문정인의 국가정보론(박영사, 2002), 국가정보포럼의 국가정보학(박영사, 2006), 한희원의 국가정보(법
률출판사, 2008), 최평길의 국가정보학(박영사, 2012), 한국국가정보학회의 국가정보학(박영사, 2013), 윤정석의 국
가정보학의 이해(오름, 2014), 전웅의 현대 국가정보학(박영사, 2015), 민진규의 국가정보학(박문각, 2007), 김민곤
의 국가정보학(베스트에듀, 2019) 등 10여종에 이른다. 이 중 처음 발간된 국가정보학 교재로서 김윤덕의 국가정보
학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책은 크게 3개 편으로 나뉘어 1편은 국가정보학의 개괄적인 내용, 2편은 정보활동, 그리고
3편은 정보기구로 나누어 1편에서는 국가정보학의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및 정보의 개념, 요건, 효용, 분류 기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역할(기능), 정보순환체계, 정보생산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
고, 2편에서는 인간정보 및 기술정보활동 등의 첩보수집활동과 정보 분석, 비밀공작, 방첩, 정보협력, 사이버정보활
동, 산업정보활동 등 다양한 정보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3편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
일, 러시아 등 유럽 주요국의 정보기구와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아시아 주요국의 정보기구를 소개한 후 정보의
통제에 설명하고 있다.
여타 국가정보학 저서들의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2006년에 국가정보
포럼이 엮은 국가정보학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국가정보학회의 국가정보학 교재의 경우 크게 국가정보학
총론과 국가정보 활동론, 국가정보 기구론, 국가정보 정책론, 그리고 국가정보의 향후 과제로 나뉘어 총론에서는 국
가정보학의 연구범위와 대상, 연구방법, 그간의 국내외 연구 추이 및 국가정보의 개념, 역할, 분류 기준, 역사, 정보
순환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고, 활동론에서는 첩보수집과 정보 분석, 비밀공작, 방첩활동 각각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을 담고 있다. 예컨대 첩보수집에 있어서는 인간정보수집과 기술정보수집의 장단점 및 수집절차, 방법 등과 함께
공개출처 정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 정보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절차 및 분석기법,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위
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밀공작에 있어서는 비밀공작의 개념 및 필요성, 비밀공작의 유형, 비밀공작의 수행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비밀공작과 관련된 주요 논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 방첩에 대해서는 방첩활동의
유형 및 대상, 방첩수사(안보수사)를 비롯하여 대테러활동과 국제범죄 대응 및 산업보안활동, 사이버테러 대응까지
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 기구론에서는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
아, 일본, 이스라엘의 정보기구와 북한과 우리나라의 정보기구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국가정보 정
책론에서는 국가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과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및 정보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
울러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국가정보활동의 변화 필요성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및 군무원 정보직 수험서로서 민진규의 국가정보학과 김민곤의 국가정보학 교재도 대체로 한국국가정보
학회의 국가정보학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이기덕,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과제”, 『국가정보연구』제6권 2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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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정보학 및 정보경찰 교육체계
가. 경찰정보학 교재 현황 및 주요 내용
현재 출판되어 있는 경찰정보학 교재로는 문경환․이창무 공저의 경찰정보학(박영사, 2019, 제3판)이 대표
적인데, 2011년에 초판 발행 후 2014년에 제2판, 2019년에 제3판이 출간된 상태이다. 제3판을 기준으로 할 때 목
차를 보면, 크게 1부와 2부 및 3부로 나누어 1부에는 국가정보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2부에서는 경찰정보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 아래 경찰정보조직 및 활동과 정보경찰의 역사, 정보경찰활동의 법률
근거 해석, 경찰정보 보고서 작성 및 주요 국가의 정보경찰조직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3부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집회․시위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해석 및 집회․시위와 관련된 주요 국가의 법률체
계 및 대응방식, 집회․시위의 원인과 합리적 대응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부에서는 국가정보 및
방첩, 비밀공작 등 국가정보활동 관련 주요 개념부터 정보의 요건, 효용, 분류 기준 등 국가정보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첩보수집, 정보 분석, 정보배포 등 정보순환체계 전반에 대한 내용,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정보실
패 및 실패의 요인, 정보의 통제, 그리고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조직체계와 정보공유 등 국가정보학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2부에는 경찰정보활동의 개념과 정보경찰의 역사, 활동 범주, 법률 근거 해석, 경찰정보보고에 대한
내용과 함께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찰정보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부에는 정
보경찰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서 정보경찰의 역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집회․시위 대응방식과 경찰권 행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1부의 내용은 국가정보학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2부와 3부에서는 국가정보
활동과 차별화되는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찰정보학 교재로 이 외에도 정육상의 ‘국가정보와 경찰정보’(백산출판사, 2015)가 발간된 바 있는데, 1권은 1
편 정보일반론, 2편 정보활동, 3편 정보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은 1편 新정보영역론, 2편 정보기구, 3편 경
찰정보의 이론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정보경찰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현황
경찰 교육기관으로는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그리고 중앙경찰학교가 있는데, 우선 경찰대학에서는
경찰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찰정보론과 경찰정보분석론 두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5) 두 과목 모두 2학점으로 개설되
어 시험 등 평가를 포함하여 학기 당 각 32시간씩 강의를 진행한다. 교재는 대학 자체에서 발간(‘국가정보와 경찰
활동’ 등)하거나 박영사에서 출판한 경찰정보학(문경환, 2019, 제3판) 등을 사용한다. 교수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
만, 대체적으로 경찰정보론 과목에서는 주로 국가정보학의 핵심적인 내용, 즉 정보의 개념, 요건, 효용, 분류 기준,
정보순환체계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정보의 통제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주요 국가의 국내정
보 조직체계 및 활동과 경찰정보활동의 목적, 범주, 역사, 법적 근거 등에 대해 강의하고, 집시법의 주요 내용과 판
례 해석, 주요 국가의 집회시위 대응 방식과 경찰의 역할 등도 강의 내용에 포함된다. 경찰정보분석론의 경우 주로
정책정보활동,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분석 프로세스 및 분석기법 등을 위주로 강
의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경찰인재개발원(구 경찰교육원)에서는 현장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크게 관리자 과정과 실무자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하는데, 정보(보안)과장 및 정보계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과정으로는 정보관리자 양성과정(2주), 상
황정보 관리자 과정(1주), 공공안녕정보 관리자 과정(1주) 등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정보관을 대상으로 하는
5) 경찰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학위 과정 외에 경찰간부후보생 과정(1년) 및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자 과정(12주), 항공․공인회계사 경력경쟁
채용자 과정(12주), 경호처 신임 수탁과정(3일) 등에서 경찰정보활동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대응 59

실무자 과정으로는 공공안녕정보 기본과정(2주), 공공안녕정보 심화과정(2주), 범죄첩보과정(2주), 대화경찰 양성과
정(1주), 책임대화경찰 양성과정(2주) 등 5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과정별로 교육 내용은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 공
직윤리(2시간), 핵심가치(경찰역사 등, 週별 2시간), 응급처치(週별 2시간) 및 인권 강좌(2-3시간)는 모든 교육과정
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관리자 과정으로서 정보관리자 양성과정(2주)에는 대화경찰제도 및 집시법(16시간),
공공안녕정보활동과 관련된 강좌(14시간), 그리고 주요 현안교육(20시간)이, 상황정보 관리자 과정(1주)에는 대화경
찰제도 및 집시법 강좌(12시간)와 주요 정보상황 공유 및 토론(8시간)이, 공공안녕 정보관리자 과정(1주)에는 공공
안녕 정보활동(12시간)과 범죄정보의 이해 강좌(3시간), 정보국 현장 체험(5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무자 과
정으로서 공공안녕정보 기본과정(2주)과 공공안녕정보 심화과정(2주)에는 공공안녕 정보활동(6시간) 및 정보 분석시
스템 이해(3시간), 보고서 작성(31시간), 그리고 정보국 현장체험(5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범죄첩보 과정(2주)은 범
죄첩보의 이해(3시간), 특별법(20시간), 범죄첩보 수집 기법(23시간) 강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대화경찰 양성
과정(1주)은 대화경찰 제도 이해(2시간)와 대화경찰 시뮬레이션(3시간), 대화경찰 역할극(4시간), 집회시위 현장사례
연구(3시간), 대화기법(4시간), 집회시위 대응(4시간) 등의 강좌로 운영되고 있고, 책임대화경찰 양성과정(2주)에는
상황정보의 이해(2시간), 집시법의 이해(5시간), 상황보고서 작성실습(13시간), 상황관리 관계 법령(2시간), 집회시위
현장대응 토론(5시간), 헌법과 인권(3시간), 대화경찰제도 사례연구(3시간), 대화전략 및 기법(8시간), 정보활동의 이
해(3시간), 대화방안(5시간) 등의 강좌가 포함되어 있다. 별도의 교재는 없이 강좌별로 강의 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한다.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신임순경 교육과정에서 정보․보안․외사 경찰활동에 대해 총 4시간에 걸쳐 개괄적인 내용만
을 교육한다. 각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과 주요 교육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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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정보경찰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및 주요 교육내용6)
교육기관

경찰대학

교육과정/과목(교육기간)

경찰정보론(16주, 학기)

정보분석론(16주, 학기)

정보관리자
양성과정(2주)

상황정보
관리자 양성과정(1주)
공공안녕정보
관리자 과정(1주)

-

국가정보학 개괄
주요국 국내정보조직/활동
경찰정보활동 개괄 (범주/역사/법률 근거 등)
집회시위 관리
(집시법 주요 내용, 주요국 집회시위 대응 등)
- 정책정보활동 개괄
- 분석프로세스, 분석기법 등
- 대화경찰제/집시법 이해(6h)
- 집회시위 사례연구(10시간)
- 공공안녕위험요인 분석(9h)
- 정보 관리기법 등(5h)
- 주요 현안교육(20h)
- 대화경찰제 이해(2h)
- 집시법 사례 토론 등(10h)
- 주요 정보상황 공유/토론(8h)
- 정보활동 사례 공유 등(3h)
- 정보분석 실습 등(10h)
- 정보국 현장체험(5h)
- 범죄정보 관리(3h)
-

정보 이해/정보 활용(6h)
정보분석시스템 이해(3h)
분석/보고서 작성 실습(31h)
정보국 현장체험(5h)
범죄정보 이해(3h)

-

정보 이해/정보 활용(6h)
첩보수집/보고서 작성 심화(2h)
정보분석 실습(31h)
정보분석시스템 이해(3h)
정보국 현장체험(5h)
범죄정보 이해(3h)
범죄첩보 이해(3h)
특별법(20h)
범죄첩보 수집사례(11h)
범죄첩보 수집 시 착안점(12h)

대화경찰 양성과정(1주)

-

집회시위 사례연구(3시간)
집회시위 유형별 대응방안(4h)
대화경찰제 이해(2h)
대화경찰 시뮬레이션(3h)
대화경찰 역할극(4h)
상황별 대화기법(4h)

책임대화경찰
양성과정(2주)

-

정보활동 이해(3h)
상황정보 이해(2h)
집시법 이해(5h)
집회시위 현장대응 토론(5h)
보고서 작성 실습(13h)
관계법령(2h)
헌법과 인권(3h)
대화기법(5h)
대화전략 및 기법(8h)
대화경찰 사례연구 등(4h)

공공안녕정보
기본과정(2주)

공공안녕정보
심화과정(2주)
경찰
인재개발원
범죄첩보과정(2주)

중앙경찰학교

주요 교육내용

교육대상

경찰대학생

경찰정보 관리자
(정보과장/정보계장)

경찰정보관

全 과정 공통과목
공직윤리(2h)/핵심가치(경찰역사 등, 2-4h), 응급처치(2-4h) 및 인권(2-3h)
정보․보안․외사
경찰정보활동 개괄
신임 경찰
경찰활동(4시간)

6) 경찰청, 『경찰교육훈련계획』, 2020, pp.242-24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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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보경찰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대안
(1) 정보경찰 역량지표 및 교육효과 측정지표 부재
정보경찰 교육체계나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체계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당
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객관․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서베이나 인터뷰 등 보다 실증적인 연구방법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하거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현장에 적용도 높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증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현장 정보경찰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을 진행 중인 경찰인재개발원의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자면,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정보경찰 교육과정은 앞에서 보았듯 3개의 관리자 과정과 5개의 실무자 과정을 합하여 총 8개 과정이
개설되고 있다. 이 중 예비 정보과/계장이나 예비 정보관을 위한 교육과정, 즉 ‘양성’ 과정은 관리자 과정으로서
정보관리자 양성과정과 실무자 과정으로서 대화경찰 양성과정 및 책임대화경찰관 양성과정으로 총 3개 과정이 운
영되고 있다.
3개의 양성과정과 5개의 전문화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고 또 어떤 컨텐츠로 구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경찰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정보경찰 교육을 위
한 교육과정 설계나 프로그램 및 교육 컨텐츠 구성을 위해서는 정보경찰의 역량지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이미 대학 교육에서도 단순히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방식
에서 탈피하여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역량
지표를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무 교육에 있어서 역량지표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필요성 인식에서 출발하여 2010년 이후 개별 연구자의 학술 논문을 통해 신임 경찰
관이나 경위 계급 경찰관에 대한 역량지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7), 2014년 경찰청에서도 ‘역량 기반 교육훈
련체계 구축’을 주창하면서8) 경찰관의 ‘공통’ 역량지표로서 3개 영역(가치역량, 리더십역량, 직무공통역량)에 26개
의 하위 지표를 개발하였다.9) 또한, 2015년에는 경찰대학생에 대한 역량지표도 개발되었다.10) 하지만, 현재까지
정보경찰의 역량지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문경환은 학습을 통한 직무성과 향상에 관심을 갖고 정보경찰의 직무성과와 조직학습의 관계를 연구11)하였는
데, 직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직무효능감(self-esteem)과 직무수행능력을 하위지표로 하여 조직학습
을 통한 직무성과 향상 효과를 설문 분석하였다.
직무수행능력 측정을 위한 하위요소로는 정보경찰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첩보수집, 정보 분석, 정보보고
서 작성, 공공갈등(집회․시위 등) 관리12)의 4개 역량13)을 선정하였다.14) 정보경찰의 역량지표 개발에 있어서 정보
7) 김창윤, “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3호(2010), pp.36-70; 정준선, “현장 중심 경찰교육훈련
을 위한 역량모델 개발 : 경위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경찰청, 『경찰교육훈련계획』, 2014.
9) 정진철․이종범, “경찰관 역량진단 프로그램 개발”, 경찰청 연구과제, 2014
10) 민경석․문경환․황문규, “경찰대학생의 역량모델 개발”,『경찰학연구』제17권 2호(2017)
11) 문경환, “경찰의 사이버학습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보경찰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제18권 1호(2016),
pp.25-54; 문경환, “경찰 학습조직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제30권 3호(2016), pp.189-225
12) 정보경찰활동에 있어서 ‘갈등 조정 대상 범주’의 한계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
한 규정』 상 갈등의 범주를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포함한 공공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
계의 충돌’로 규정함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 법령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 즉 공
공정책갈등을 포함하여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문경환 외, “정보경찰의 공공갈등 관리
에 대한 인식 연구”, 『경찰학논총』제11권 1호(2016), pp202-2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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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범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직무수행능력의 범주화 작업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 효과
측정 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만족도’의 경우 교육을 통한 직무효능감(self-esteem)까지도 이어지
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교육 내용 또는 교수자에 대한 ‘단순’ 만족 수준만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수요
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거나 교육내용을 재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정보경찰에 대한 발전적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개발된 역량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직무효능감을 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능력 향상까지
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교육 효과 측정지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15) 관리자인 경정․경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효과 측정지표가 개발16)된 바 있으나 이는 모든 기능의 경정․경감급 기본 교육과정에 대한 지표인
만큼 매우 전문화된 ‘정보’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별도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2)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내용 상 문제점
경찰대학교에서 개설되는 정보경찰활동 관련 과목의 경우 예비 경찰관인 미래의 정보경찰을 상대로 교육
과정이 진행되기는 하나 과목별로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생에 대해 교육하는 만큼 경찰대학생의 역량지표
에 맞춰 이에 부합되는 교육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국가정보 및 정보경찰활동의 목적, 역할 등을 비롯하여 예비 정보경찰로서 갖추어야 전문 역량 차원에서 필요한
소양이나 전문 교육은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특수 목적의 대학인만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
재 개설되고 있는 경찰정보론 및 경찰정보분석론 과목으로 충분히 이러한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도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에 대해 역량지표를 토대로 진단한 후 커리큘럼 재설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해야 한다.
경찰대학 교육과 달리 경찰인재개발원의 경우 현장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교육과
정 설계 및 교육효과 측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직무성과, 특히 직무수행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설되고 있는 정보경찰 교육과정은 과정별 전문화 및 차별
화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 현재 개설 중인 정보경찰 교육과정은 총 8개 과정인데 이
중 관리자 과정은 3개 과정으로 정보 관리자 양성과정(2주)과 상황정보 관리자 양성과정(1주), 공공안녕정보 관리
자 과정(2주)이고, 실무자 과정은 5개 교육과정으로 공공안녕정보 기본과정(2주)과 심화과정(2주), 대화경찰 양성
과정(1주)과 책임대화경찰 양성과정(2주), 그리고 범죄첩보과정(2주)이 있다. 범죄첩보과정은 2주간(총 70시간)의
교육기간 동안 공직윤리(2시간), 경찰역사 등 핵심가치(4시간), 응급처치(4시간), 인권(3시간) 등의 공통 과목 외에
범죄첩보에 대한 이해(2시간) 및 수집사례(11시간), 범죄첩보 수집 시 착안점(12시간)에 대한 강의로 총 25시간을
할애하고, 20시간은 특별법 강의로 진행한다. 실질적인 교육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실제 진행되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수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커리큘럼 구성만으로 보면 비교적 과정의 특색에 맞게 교
과목 구성을 특화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여타 과정의 경우 교과목의 구성만으로 볼 때에도 과정별로 요구
되는 정보관의 역량에 맞춰 교과목이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관리자 과정으로서 2개의 양성과정과 실
무자 과정으로서 2개의 양성과정, 도합 4개의 ‘양성’ 과정의 경우, 정보경찰 ‘예비자’에 필요한 기초 교과목이 턱없
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무자 과정으로서 또 다른 양성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경찰관 양성과정이라 하
13) 채증 활동 역시 경찰정보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만 모든 정보경찰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정보관에게만 해당되어 측정 요소에서
는 제외하였다.
14) 문경환, “경찰의 사이버학습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보경찰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제18권 1호, pp.
15) 개인학습으로서 사이버학습과 팀 학습으로서의 학습조직 활동이 직무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전국의 정보경찰
53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문경환․민경석․최대현, “경찰 교육의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과 적용: 경정․경감 기본교육과정의 현업적용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
구』제14권 2호(2015), pp.65-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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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화경찰활동과 관련된 교육내용만을 포함하게 되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국가정보활동 및 정보경찰
활동의 목적, 범주, 법률 근거, 정보순환체계, 첩보수집 및 분석 등 매우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서 정보활동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여 대화경찰 교육과정이 아닌 여타 정보 기본과정이나 심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결국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전
혀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현재 실무자 과정인 정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서조차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
및 활용(6시간), 수집(2시간), 분석시스템 이해(3시간), 범죄정보 이해(3시간), 정보국 현장체험(5시간)을 제외하고는
보고서 작성 실습(31시간)만으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경
우 교과목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는 관리자 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관리자 양성과정의
경우 집시법 및 대화경찰제의 이해(6시간)과 집회시위 사례연구(10시간), 공공안녕위험요인 분석(9시간), 정보관리
기법(6시간) 외에 20시간을 주요 현안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 상황정보 관리자 과정(1주)은 집시법 사례 토론(10
시간)이나 주요 정보상황 공유(8시간), 대화경찰제 이해(2시간) 과목으로, 공공안녕정보 관리자 과정(1주)의 경우에
는 정보활동 사례 공유(3시간)와 정보분석 실습(10시간), 정보국 현장체험(5시간), 범죄정보 관리(3시간) 교과목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자 과정인 ‘양성’과정임에도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과목 위주로 구
성되어 있지 않고, ‘전문’ 관리자 과정과 차별화하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3) 국가정보 영역과의 연계 및 정보경찰 교육 전문화 방안
김유은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정보학이 독자적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
자체에 대한 연구 성과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 학문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활동
에 ‘필요한’ 연구주제들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정보조직이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물론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정의
나 범주, 역사, 조직, 역할을 비롯하여 각 국가별 법제나 제도비교, 활동에 대한 법률 근거 해석과 첩보수집, 분석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법’ 수준을 넘어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대안에 이르기까
지 연구범위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문헌연구나 비교법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연구방법을 넘어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독자적 이론체계
를 구축하고, 도출된 이론들과 활용된 방법들에 대한 메타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정보
학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정보를 비롯하여 경찰정보나 군 정보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 교육안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 정보경찰 교육에 있어서도 첩보수집 및 정보 분석 등 일반적인
정보활동에 있어서는 국가정보 교육과 기본적인 골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학 등의 표준 교육안은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기덕이 제안한 것처럼 총론으로서의 국가정보학 표준 교육안 외에 첩보수집이나 정
보 분석 등 주요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각론을 개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보경찰 교육에 있어서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설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대학의 경우 앞
에서 보았듯 기히 개발된 경찰대학생 역량지표를 토대로 교육목표나 방법, 교육내용 등에 대해 진단한 후 예비 정
보경찰로서 필요한 전문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 개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정보 분야에 있어서
는 전문 연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 성과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치안대학원에서도 대학원생들의
연구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 교수인력을 찾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체계 및 프로그
램 설계는 향후 전문 교수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의 경우 정보경찰을 위한 역량 지표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과정별 전문화 및 차별화가
충분치 않아 보이고, 여전히 수요자 중심이 아닌 교수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 만큼 교
육체계나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보경찰에 대한 역량지표 개발
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단순한 교육만족도 수준을 넘어 직무효능감과 함께 실질적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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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역량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효과 측정지표를 설계한 후 지속 반복적인 측정을 거쳐 ‘직무’ 교육으로서
의 내실 있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과정별 전문화 및 차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과정별로 교육에 참여하는 수요자, 즉 교육생에게 필요한 역량지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하고, 교수자 중심이 아
닌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필요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생 입장에서 필요로 한 역량, 전문지식이나
기술, 정신자세(태도)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
한, 교수자를 선정할 때에도 과목별 전문 분야에 맞도록 최상의 교수인력을 초빙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현재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는 정보경찰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
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요약컨대 경찰대학 및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설되고
있는 정보 교육의 경우 경찰정보관에게 필요한 역량지표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대상
별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설계한 후 표준화된 과목과 내용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당위’적 교육 방향과는 아직
까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보경찰 교육에 있어서 발전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공급자, 즉
교수자 중심으로 설계하던 교육과정 설계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즉 교육생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
다. 아울러 관리자 및 실무자로서의 정보경찰에게 필요한 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설함으
로써 단순한 ‘교육 만족도’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 증대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교육효과 측정지표’ 또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경찰정보활동의 경우 공공갈등 조정이나 집회시위 관리 등에 있어서
고유한 영역의 정보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첩보수집이나 정보 분석 등 일반적인 정보활동에 있어서는 국가정보활동
과 기본적으로 골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 교육과 연계하여 표준화된 교육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하다 하겠다. 이는 국가정보학과 경찰정보학의 학문적인 발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쪼록 조속한 시
일 내에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정보학이 독자적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작된 표준 교육과목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관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보관을 양성, 국가안보 및 국가 질서유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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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향한 국가정보학과 정보교육의 발전 방향
석재왕(건국대학교)
두 분의 발제는 국가정보학과 정보교육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에 부합하게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사료된다. 먼저, 김영기 교수님이 논문에서 분석한 국가정보교재 비교는 정보학교재의 구성내용을 일
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사시점을 제공해준다.

또한 연구 방법론에서도 아직 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현실을 고려하여 “성급하게 분과학문으로의 발전을 시도하기 보다는 인접학문의 기존의 성과를 수
렴하면서 학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국가정보 연구의 근원적 목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제안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그리고 연구영역에서도 “국제관계 학자들을 포함하여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범죄 및 테
러 연구 등 많은 연구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 내용도 통찰
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가정보학의 하나의 학분분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정보 분야에 국방정보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자는 내용도 생각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고려도 함께 검토되
어야할 것이다.
첫째, 기존 주류 학문분과의 연구진을 어떤 방법으로 정보학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정보 학자들이 한국 사회 주류 정치학, 경제학, 법학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력과 네트웍을 구비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다소 요원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여타 분야 학자들의 정보연구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서구의 연구 경향을 보더라도 수사는 국가정보학의 연구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집행정보, 경
찰활동과 정보활동의 차이점 비교 등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문경환 교수님의 논문 ‘정보경찰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전문화 방안’ 경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경찰에 대한 교육과 전문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사료된다. 또한, 향후 국가안보에
서 경찰이 수행해야할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와 관련하여 경찰대의 경우 예비 정보경찰로서 갖추어야 전문 역량
차원에서 필요한 소양이나 전문 교육은 엘리트 경찰관을 교육하는 대학인 만큼 국가정보학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
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이 경우에도 국가정보학의 연구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의 수집, 공작, 방첩 등 활동과, 조직, 기능 등을 연
구하는 학문인데 비해 정보경찰은 치안과 사회적 갈등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국가정보와 상이한 측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다만, 국가정보의 개념, 연구방법론 등은 일정부분 정보경찰 연구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에 개설된 경찰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학을 이수한 경우 경찰학과 출신만 순경
시험에 응시하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국가정보학을 수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예비 경찰관
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필자는 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두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정보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론서
수준을 넘어 각론 분야-이를 테면, 미국정보체계론, 정보활동, 정보협력 등 –에서 교과서가 집필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미국학회에서와 같이 국내 대학(원)에서 강의되고 있는 국가정보 관련 교과목을 비교 발표하는 이른바
“국가정보 교과목 비교”라는 주제하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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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향한 국가정보학과 정보교육의 발전 방향
신유섭(연세대학교)
논문 1: 국가정보학과 국방정보학의 학문적 연계와 발전 방향 (김영기)
1. 국가정보, 국방정보, 경찰정보 간의 경계 설정과 개념 정립이 필요
- 해외정보에서 군사 정보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의 어려움.
- 국내보안정보와 경찰의 국내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 통신정보 역시 경찰이 수행하는 국내 정보활동과 중첩될 수 있음.
- 국내보안정보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이 이제는 해외정보활동만 하게 되는 국정원의
조정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할 필요.
-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기능을 때어내어 경찰이 전담하게 하는 개혁 방향에서 국방 정보의 국내 연관
부분은 어떻게 될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

2. 제6편 국방정보론은 전체적으로 국방정보기구론의 성격. 그렇다면 한국의 정보기구 (3편 11장)의 내용 중 국방
정보 관련 기구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그럴 경우 국정원 등 다른 정보기구에 관한 설명도 별
도로 마련하고 구체화해야 균형이 맞음.

논문 2: 정보경찰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전문화 방안 (문경환)
1. 경찰이 국내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 인력에 대해 단순히 과목 몇 개를 수
강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족.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는 수준의 전문 정보조직과 구성원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
2. 국내 정보를 담당하게 된 입장에서 경찰의 첩보 수집 활동은 치안 및 질서 유지 공공 갈등 관리라는
경찰의 전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첩보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안녕을 도모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
는 것과 관련된 포괄적인 첩보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요구되는 기존의 경찰 업무를 넘어서는 경찰 정보활
동을 어떻게 기존 경찰 업무 속에 융합시킬 것인지, 기존 조직으로 가능한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함.
3. 결국 경찰이 국내정보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혁안은 아직 실행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
으며, 잘못하면 국내 정보활동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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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향한 국가정보학과 정보교육의 발전 방향
정 웅(경찰대학교)
- 발표자는 안보위협 요인의 복잡·다양화 추세와 이에 대응한 국가정보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IO(Intelligence
Officers)들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IO들에 대한 현행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국가정보관들에게 필요한 역량지표를 토대로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재설계하고, 이를 운영·평가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현실적 필요성이나 현장의 일과성적인
요구,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역량지표에 의한 역량 중심 교
육과정의 설계와 그 교육효과에 대한 측정 등을 제시한 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적실하고 탁월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 발표자는 실제로 현장 정보경찰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을 진행 중인 경찰인재개발원의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사
례를 소개하면서, 여기서 운영되는 3개의 정보경찰 양성과정과 5개의 전문화 과정 등이 어떻게 설계되고 또 어떤
컨텐츠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정보경찰의 역량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비록 2014년 경찰청에서 ‘역량 기반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경찰관의 공통 역량지표로서 3개 영
역(가치역량, 리더십역량, 직무공통역량)에 26개의 하위 지표를 개발하고 또 2015년에는 경찰대학생에 대한 역량
지표도 개발한 바 있지마는, 발표자가 지적하다시피 현재까지 정보경찰 기능 자체에 대한 역량지표는 마련되지 못
한 단계에 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발표자는 학습을 통한 직무성과 향상에 주목하고 정보경찰의 직무성과와 조직학습의 관
계를 연구하면서, 직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효능감(self-esteem)과 직무수행능력을 하위지표로 하여 조직학습
을 통한 직무성과 향상 효과를 분석하고, 또한 직무수행능력 측정을 위한 하위요소로서 정보경찰 직무범위를 기준
으로 하여 첩보수집, 정보분석, 정보보고서 작성, 공공갈등(집회·시위 등) 관리의 4개 역량을 추출한 바 있다.
다만, 직무능력 측정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직무능력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정보경찰의 수행사무(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주요직무 및 세부업무의 중요도(난이도)와 업무량의 양적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정보경찰에 대한 “세부적 직무분석”이라는 또 하나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발표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보경찰의 역량지표 개발에 있어서 정보경찰의 직무범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직무수
행능력의 범주화 작업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인데, 이같은 “객관적인” 역량지표 개발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커
리큘럼)의 설계를 위해서는 단순한 직무의 범주화 및 직무능력의 범주화 이전에 직무분석 자체가 보다 하위 depth
에서 세부적, 객관적(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정보경찰 교육과정의 전문화 및 차별화에 대한 개선 방향에 있어서 발
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예컨대 정보경찰 실무자 과정 중에 대화경찰관 양성과정을 보면, 다른 양성과정이 개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경찰활동과 관련된 교육내용만을 포함하게 되어 현장 정보경찰은 국가안보 중요성, 정보
활동의 목적, 정보순환체계, 첩보수집·분석 등의 기본 이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대중(군중) 자체에 대한 철학적 인식에서부터 상황관리기법, 그 효과성 정도에
이르기까지 아직 논의와 검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며, 교육과정(시간)의 제한과 대화경찰의 정책적 요구에
도 불구하고 정보경찰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내용이 몰각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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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전략 차원에서 부딪힌 미·중 패권경쟁이 동아시아 역내로 파급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불안정해
지고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노력은 치열해지고 있다. 대내외 안보위협요소는 다양해지고 방첩목표
(target)는 다변화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국외‧국내정보가 초국가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급속한 IT 기술
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의 확산과 AI, 빅데이터 등에 의해 초래되는 정보활동 및 정보수단의 변화는
국가정보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적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판데믹 위기는 단순한 보건위기를 넘어서 정치ˑ경제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심각한 글로벌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질서의 변화와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신흥 위협의 부상에 대응하여 국가적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있어서 국가정보의 혁신
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민과 함께 국가정
보가 처한 현실과 여건, 미래 정보아젠다와 정보수요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혁신을 지
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변화와 정보환경의 도전에 부응한 해외국가들의
정보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이런 분석이 우리나라 정보혁신에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1) 이 발표문은 국가정보학회 연말 세미나를 위해 작성된 미완성 형태의 논문으로써 아직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 정리가 미비한 미완성 상태
의 논문임을 미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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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보활동의 변화와 함의

(1) 코로나 판데믹의 위협과 국가정보활동의 변화
전 세계를 강타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판데믹 위기는 이제 단순한 보건위기를 넘어서 누구도 쉽게 가
늠할 수 없는 심각한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가 국가정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우리 일상의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판데믹 위협으로 인하여
“대면접촉의 감소 및 비대면 활동의 증대” 가 예상되는바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휴민트의 감소 및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런 비대면상황은 오히여 기술정보의 기회증대, 특히 개인통신의 증대로 인해 신호정보의 기회
가 증대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가격리를 포함 내부활동 중심의 생활은 외부활
동의 위축 및 감소로 인해 영상정보의 기회 역시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이런 것은 향후 휴민트의 약화를 상
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며 기술정보역량을의 구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IT 기술발전과 관련 중요한 특징은 정보처리 기술 및 분석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공개출처정보의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즉 4차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빅데이터와 AI, 머신러닝 등을 이용한 민간기술이 획기적으로 개
발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런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정보환경의 변화는
정보화의 확산과 대용량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한 신흥위협에 대한 정보수집 기회의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런
사태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의 정보분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직접대면 접촉이 필
요한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들이 위축될 수 있는바, 특히, 집단(group) 참석과 장시간 토론이 요구되는 구조화 브
레인 스토밍, 악마의 변론, 레드햇 분석과 같은 팀위주 분석의 효용성이 감소될 수 있다. 반면에 기존의 정형화 데
이터를 이용한 통계방법이나 비대면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분석의 효용성은 더 증대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방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개인 간의 온라인 통신 및 비대면접촉의 증대로 개인정보 유
출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이런 정보보안의 취약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간 활용의 증대와 화상회의 증
대로 인해 온라인 절취를 노리는 사이버 침해 및 사이버공격의 취약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방첩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외국인의 입국감소 및 감시역량 증대로 외국의 국내활동에 대한 방첩부담이 감소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내 방첩상황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을 노정시키지만 역으로 해외 요원들의 파견감소 및
정보원의 활동위축으로 공세적 방첩역량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공작활동(covert action)에 미치
는 영향으로 휴민트의 출처발굴이 어려워지고 기회가 감소되어 휴민트역량과 해외 공작자산이 약화문될 수가 있을
것 같다. 특히 공작수준의 사다리 단계 중에서 상위 단계의 작전실행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으로
공작의 부담과 비용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낮은 단계의 공작인 선전 및 영향
력 공작의 기회는 오히려 증대될 수 있으므로 각국 정보기관들이 이런 방향에 주목할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접적인 대면 영향력 공작보다 간접적 비대면 영향력 공작의 편의성과 효용성이 증대되므로 온라인, SNS,
이메일, 유투브 같은 뉴미디어의 활용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른 새로운 정보 패러다임의 검토와 국가정보의 역할
최근 미국 정보학계에서는 2차 대전이후 너무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모든 정보활동을 군사안보위협에
집중하였다가 더 큰 위협의 부상을 깨닫지 못하고 국력쇠퇴를 초래하였다는 자기 성찰론적 시각이 팽배하다. 전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대응 79

냉전의 시작과 함께 소련 공산주의 위협을 봉쇄시키기 위해 적국이던 일본을 다시 키우려고 하다가 자국의 제조
업기반을 상실하였으며 70년대 말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유도, 미국시장을 중국에
개방하였다가 중국에게 턱밑까지 추격당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국가정보의 역할과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2) 즉, 매번 당면한 군사적 위협을 찾아 다니며 여기에 집중하다가 정작 더 큰 위협의 부상을 깨닫지
못하고 국력의 쇠퇴를 초래하였다는 성찰적 시각이 부상하면서 당면한 군사적 위협에 기반한 접근방식
(threat-based approach)으로는 정작 중요한 거시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 “기회-중심적
(opportunity- oriented)”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보기관이 단순한 국가안보의 첨병역할을
넘어 국가이익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
최근 “쿼드 플로스”가 시사하듯 미ˑ중대결구도에 갇힌 우리의 외교딜레마는 커지고 있으며 보수우경화를 지향
하는 일본의 압박과 견제는 강화되고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패권경쟁이 동북아
질서는 물론 한반도 안보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국들의 견제와 대한반도영향력 강화가 증대되는 상황에
서 한반도운명이 외세에 좌우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야할 상황인 것이다.4) 이것은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의 초
석으로 한미안보동맹을 활용해왔지만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만 의존하여, 미국의 정보력에 예속되는 현상
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에서 출발, 독자적인 자율정보역량의 구축에 주력할 때가 도래하였
음을 시사한다.5) 지나치게 과거의 안보관과 외교패러다임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국제 여건과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정보혁신을 지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국가정보전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국가정보전략은 지금 당장의 정보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더 거시적일 필요가 있으며 더 미래지
향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보기관의 역할이 이제 군사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수호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국
가적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국익수호에 나서는 “국익수호기관”으로 변모해야하며 그에 걸맞는 국가정보의 발
전비전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William J. Lahneman, "The Need for a New Intelligence Paradig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23,
No.2(Summer 2010).
3) 그동안 근거법이 없이 유령처럼 존재하다가 1994년 ‘비밀정보국법’(Intelligence Services Act)에 의해 법적 토대를 마련한 영국의 ‘비
밀정보국(MI6)의 정보기구 설치법에 “경제적 안녕(Economic Well-being)의 보호”조항이 신설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모사드가 막후에서 진단키트와 중국백신의 확보에 역할을 한 것은 과거의 정보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보환경의 변
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보기관의 역할을 시사함.
4) 이스라엘의 경우, IT기술의 발달, 냉전종식과 산업안보의 중요성, 적군과 아군이 모호한 현실 등과 같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논리에 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자세로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며 심지어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과도 사안
별로 정보협력을 하는 실리적인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Kuperwasser, Yosef. "Lessons from Israel's Intelligence Reforms." Analysis Paper,
No. 14(Oct., 2007). The Saban Center for Middlle East Policy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www.brookings.edu/~/media/research/files/papers/2007/10/intelligence%20kuperwasser/10_intelligence_kuperwasser.pdf(검색일: 2013.11.30).

5)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유태인들을 이용하여 휴민트 역량을 강화한 이스라엘의 모사드, 화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휴민트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영연방 소속의 국가들 끼리 정보협력을 통해 정보역량을 강화해온 영국처럼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교포들을 이용
한 휴민트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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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정보혁신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 미국의 정보혁신 사례와 함의
미국 정보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산ˑ통합형(Dispersed yet Integrated) 체제”라는 것으로 역할과
임무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정보기구들을 DNI(DCI)라는 정보공동체의 총괄직제아래 통합시켜 부처간 조율과 조
정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구도로 묶어 놓은 것이다.6) 초기에 미국 정보공동체의 총괄책임은 CIA의 수장인 DCI에게
주어졌으나 DCI 자신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공동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CIA를 대표하며 CIA의
관점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구들 간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정보 예산 승인
및 감독과 관련하여 정보활동의 성격이 다른 정보기구의 정보활동과 그에 대한 예산 집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감
시하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 9ㆍ11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정보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들
을 개선하려는 정보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현재와 같이 DNI를 정점으로 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7) 또한, 정
보공유 미흡 및 정보공조의 약화가 9.11 같은 정보실패를 초래한 원인으로 인식한 미국 정보공동체는 방대한 정
보기구의 운영으로 인한 정보활동의 중복현상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한편 첩보공유 및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첩보공유환경단’(ISE)과 ‘국가방첩보안센터’(NCTC)를 설립하여 정보기구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
다.8) 또한, 국가정보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차원에서 행정부차원에서 예산관리처(OMB)의 역할과 국가안전보장
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정보프로그램실(Office of Intelligence Program, OIP)의 정보감독기능이
눈에 띤다.9) 그러나 사실 상 미국정보기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은 주로 의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상원정보특
별위원회(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SSCI)와 하원상임정보특별위원회(Hous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HPSCI)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의회에 비밀공작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
는 모든 정보활동 및 정보 실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상하원 정보특별위원회는 통상적인 정
보 감독(intelligence oversight)을 수행하는 것 외에 정보예산 관련 심의 및 승인 과정을 통해서도 감독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다.10) 특히, 상원정보특별위원회의 경우 DNI, 부국가정보장(Principal Deputy DNI), CIA 부장, 그리고
CIA의 감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선을 인준하는 과정이나 정보공동체가 관련된 각종 조약을 인준하는 것을 통해
서도 정보감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1) 이처럼 미국의 정보혁신 사례로 중요한 것은 ①DNI의 역할 및 권한 강
화를 통한 정보통합(2004년의 “정보개혁법”의 근거), ②다양한 정보조정 기구의 신설 및 활용을 통한 첩보공유체
계의 확립,12) ③행정부와 의회에 의한 정보감독기능의 강화 등이다.13)
6) 미국 정보체계는 정보공동체 산하 정보기구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하지만, 이들의 담당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일반 정보활동과 국방 관련 정보활동 간에, 그리고 해외 정보활동과 국내 정보활동 간에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활동의 불명확성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정보활동의 공간을 유연하
게 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한국국가정보학회(2013), pp. 353-366.
7) 이에 대해서는 신유섭, “ODNI 창설을 통해본 미국 정보계 개혁의 성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3호, 2005. 참조
8) 특히 9․11 이후 미국 정보공동체는 단순히 제도 및 구조적 차원에서 벗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보기구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였는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테러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주요 목표로 국토안보부와 ‘국
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국가방첩보안센터’(NCTC)를 신설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신유섭,
“ODNI 창설을 통해본 미국 정보계 개혁의 성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3호, 2005.참조
9) 최근에 정보감독위원회(Intelligence Oversight Board, IOB)를 산하에 편입한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resident’s Intelligence Advisory Board,
PIAB)가 산하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이 헌법 및 각종 법률과 행정명령, 대통령의 지시 등에 부합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10) 한국국가정보학회(2013), pp. 354-367.
11) 그러나 정보기구에 대한 의회의 감독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에게 큰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정보활동의 성격상 대부분이 비
밀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독활동을 의원들이 지역구에서의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
원들의 정보감독이 큰 동기를 갖지 못하는데는 이런 정보활동 자체가 비밀활동이라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낼
수 없고 다른 위원회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허태회ˑ박진수, “미국, 영국, 한국의
회의 국가정보감시제도 비교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3권1호 (2015.12). 참조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대응 81

그중에, 우리 국가정보체계의 혁신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보공유체제의 강화를 통한 정보통합과 정
보감독기능의 강화이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구조적 특징은 분산통합형 체제로써 DNI가 어느 정보기구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보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DNI가 중심이 되어 정부부
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기구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통제하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이다.14)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다수의 정보기구들을 운영하는 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정보활동의 중복성을 조정하기 위해, 그리고
정보기구들 간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미국이 ODNI 창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
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15) 9.11 사태 이후 DNI 체제가 이
전의 DCI 체제와 비교할 때 정보공동체 통제와 관련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정
보기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DNI 역시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의 해석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CIA나 군사라는 특정 영역과 관련되어 정보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정보기구들이 그들이 수행해 온 본연의 역할에 대해 DNI의 관여나 개입을 달
가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보기구들을 통제하는 문제도 의도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DNI에게 이들 정보기구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소속 부처 장
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정보기구들이 DNI에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소속 부처와 ODNI의 방침이 갈등을 겪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 갈등을 겪는
경우 DNI의 지침에 대한 내각 서열이 동일한 각 부처 장관들의 협력은 담보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
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전체 정보기구들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보기구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정보공동체가 17개에 달하고 각자 서로 다른 정부부처에 속해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거
의 실현불가능하다. 표면적으로 강력한 정보개혁작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2004년 정보개혁법은 새로운
DNI에게 핵심적인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정보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조정 및 관리 임무를 제시하지 않은 측
면이 있다. 즉 ODNI는 전체를 총괄하는 참모총장의 직제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정보공동체가 “진정한 중앙통
제적 정보(Genuine Central Intelligecne)”를 추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꿈에 그리는 성배(an elusive Holy Grail)”
와 같은 것이 되었다.16)

(2) 이스라엘의 정보혁신 사례와 함의
이스라엘의 모든 정보기관은 의회 외교국방위원회 산하 정보기밀소위원회(Subcommittee for Intelligence
and Secret Services)의 감독을 받는다. 정보 조직이나 활동과 관련한 이슈를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생기면 책임자
를 두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조사한다. 이스라엘은 정보감독기관으로 국가검사관이 있는데, 조사 전권을
장악하는 국가검사관(State Comptroller)은 조사 결과와 의견을 의회(the Knesset)에 보고한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문민 통제가 확실한 것이다이스라엘의 정보혁신조치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정보혁신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의 도입이다. 즉,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
12) 미국 정보공동체의 정보혁신작업으로 눈에 띠는 것 중에 하나는 DNI 산하에 여러 정보기관들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기구 및 위
원회가 많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즉, DNI 산하에는 ‘국가정보회의’(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선진정보기술 연구사업
단’(Intellieg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 IARPA), ‘첩보공유환경육성단’(Information Sharing Environment, ISE), ‘국가방
첩관실’(Office of th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ONCIX),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rism Center, NCTC),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센터’(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 NCPC), 등의 산하 기구가 신설되어 DNI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13) 신유섭, “ODNI 창설을 통해본 미국 정보계 개혁의 성격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3호, 2005.
14) 전웅, 『현대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15), pp. 350-354.
15) 한국국가정보학회(2013), pp. 360-367.
16)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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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양자관계가 더 밀접한 성격을 가진 이스라엘의 경우, 비록 9/11을 겪은 미국처럼 충격적인 정보실패의 동기
가 정보개혁을 촉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이후 이스라엘의 정보계 책임자들은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복잡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
우며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데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정보혁신의 시작은 사실 30년 전에 발생했던 1973년 욤키푸르 전쟁의 정보실패로 까지 거슬
러 올라가지만 2000년 대 들어 이스라엘 정보계의 정보혁신 의욕은 여러 가지 지전략적 상황의 변화와 정보환경
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 기초한다. 그중에 먼저 이스라엘의 정보개혁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는 전
장의 성격변화로 인한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개입한 전쟁의 경우 대부분이 시간과 장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발
생하였으며 적들의 지휘체계가 일사분란한 구조로써 정책결정과정이 분명하고 확실한 군사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전쟁은 그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17) 대테러전쟁에서 보듯이 사회 전체가 전장(戰
場)터가 되었으며 전투 자체가 사회의 내구성(endurance)과 관련이 되었다. 적(Enemy)의 정책결정과정이 잘 드러

나지 않아 모호하며 많은 요소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기밀성이 주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의 표징
도 다르게 변하였다. 영토의 획득이 더 이상 유일한 초점이 아니며 자국의 시민이나 국제사회, 또는 적의 관점에
서 “정통성(Legitimacy)”이 전쟁에서의 제일 중요한 최우선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18)
이스라엘의 정보혁신 노력으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분석과 수집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정보수집과 분석 간의 관계가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자 않으
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생 첩보(生諜報)의 처리가 분석업무의 시작이며 분석이 제시한 결론에 직접 영향
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결정에도 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석관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처한 전략적ˑ
전술적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집역량을 설계할 때부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보개혁에 반영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대규모 혁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혁신의 중점은 정
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에 맞추어졌다. 특히 정보초점이나 정보산물을 정책결정자에게 제
공하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대로의 방식이었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은 새로운 방식
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은 개인주의적이기보다는 집단주의적 방식이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관련된 방
식체계의 이해와 개념에 집중되었다.19) 개혁은 정보를 생산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서로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작동
되도록 했으며 내부 부서간의 협력 및 정보와 정책결정자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20) 가장 근본
적인 개혁주제는 이스라엘 정보계가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배워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들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도입이다.21) 이스라엘 정보공동체는 되풀이되는 정보실패와 분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즉 정보분석의 기존 패러다임이 정보조각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완성시켜나가는
귀납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시스템적 사고”라는 분
석방식을 도입하였다. 귀납적 접근방식의 문제점은 적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변수를 포
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22) 게다가 과거에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현재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17) Kuperwasser(2007).
18)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전쟁의 성격이 복잡하게 변하면서 정보기관과 정책결정자의 밀접한 관계가 더 유리하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 분명한 소통채널이 확보되어 질 수 있고 가치가 있는 자문이 가능해지며 정보의 잠재
적 의미와 한계에 대해 더 잘 이해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Kuperwasser, Yosef(2013).
19) Kuperwasser(2013),
20) Ibid.
21) Ibid.
22) 기존의 귀납적 추론모델은 ‘만약에 어떤 국가가 특정한 상황에서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일
것이다,’ 라고 유추하게 만드는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의 분석행태가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보세계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방식으
로써 외국지도자들의 의도나 행동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귀납적 추론이 전술적 수준에서 정보예측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이며 군대에서 사용되는 조기경보 수단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전략적인 수준에서 잘못 알려주거나 상관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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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며 특별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석방법으로 귀납적 추론에만 의존하는 것
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변환경이 복잡하게 전개되어지기 때문이다. 귀납적 사고는 너무 경직된 경향
이 있으며 분석으로 하여금 이미 상황이 뱌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전혀 변경할 수 없게 만든다.
시스템적 사고는 분석관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포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며 특징적인 갈등이나 긴
장을 분석하게 하여 상대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올 것이며 또 그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23) 이 시스템적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분석관으로 하여금 상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능한
거울이미지의 편향성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 즉, 이 시스템식 사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석관으로 하여금 적
이 분석관과 같은 논리적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는 성향을 피하게 해주는 데 있다.24) 이런 시스
템적 사고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악마의 변론”과 같은 분석기법의 활용을 추천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
다면 미국의 정보계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구조화 분석기법들과 맥을 같이 한다. 시스템적 사고방식을 도입한
것에 덧붙여 이스라엘 군정보기관인 아만은 분석팀을 재편하여 분석과 수집부서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을 시도하였다. 이스라엘의 군정보기관인 아만은 이런 “시스템 사고”의 개념하에 분석조직을 9개의 시스템으로 개
편하였는데, 기존의 분석팀은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나 새롭게 설립된 분석팀은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만들었다.25) 이러한 방식은 분석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낱개의 여러 정보 합산물이 아닌 집단적 사고
의 정보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26)

따라서, 이런 의도에서 아만은 각각의 시스템마다 “정보체계 팀장(a

Head of Intelligence System)” 이라는 직제를 두어 보고서의 생산 및 배포, 업무분장, 그리고 첩보수집 정책의 책
임을 맡겼다. 특히, 이 정보체계 팀장은 수집과 공작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집관과 분석관 간의
협력을 조율할 수 있으며 군사, 외교적 활동과 공작을 통해 달성하려는 효과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
고 중요한 첩보나 이슈가 중간에 생략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보체계 팀장에게는 분석팀을 관리하고 감독
하는 권한 외에도 가능하면 직접 정책결정자에게 보고하는 권한도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런 시스템 분석
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범위의 위험성(Risk)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27) 아만은 이처럼 수집과 분석의 관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분석팀과 수집팀 간의 대면 포럼
(face-to-face forum)을 조직하였으며 각 시스템의 인트라넷 안에 분석관과 수집관을 위한 “대화방(chat)”을 개설
하여 상호 소통을 진작시키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정보생산과정 내내 고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처럼 이스라엘의 정보개혁 핵심은 정보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작업하여 수집과 분석, 공작
을 일원화된 시스템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다.28)

이를 테면, 욤키푸르 전쟁의 경우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인 이집트나 시리아는 과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Givens, Austen. "A Systems-Based Approach to Intelligence Reform." Journal of Strategic Security, Vol.5, No.1(Spring 2012).
Ibid.
Kuperwasser(2013),
아만의 경우, 9개의 시스템을 두고 2개의 계층시스템으로 나누어 상위팀은 정치적 이슈(이를 테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중하고 하위팀은
테러와 같은 기능적 이슈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런 구조를 만든 이유는 상위팀이 대상자의 동기나 생각에 대해 분석을 하고 하위팀이
공작결과에 대해 집중하게 하여 나중에 서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상위팀이 전략적 평가에 주력한다면 하위팀은 전술적 이
해와 경고를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이란의 테러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한다고 가정하면 상위팀은 이란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이란 내의 모든 테러분자들의 의도파악에 주력하는 반면에 하위팀은 테러시스템에 집중하여 이란의 테러역량 파악에 집중하여 나
중에 서로 보완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27) Kuperwasser(2013),
28) Ibid.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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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정보혁신 사례와 함의
영국의 정보체계는 「비밀정보국 (SIS: Secret Intelligence Service, MI6)」29), 「정부통신본부 (GCH
Q)」30), 「보안국 (Security Service, MI5)」, 국방정보부(DI)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조직의 편제 상 비밀정보
국(SIS 또는 MI6)와 정부통신본부(GCHQ)는 외무성에 속해있고 보안국(SS, 또는 MI5)31)은 내무성 소속, 「국방
정보부(DI)」는 국방성 산하에 편제되어 있다.
영국 정보체계의 특징은 미국과 같은 국가정보장(DNI)와 같은 직제는 없고 그 대신에 모든 정보기관의 관리와
업무협의를 위해 총리 산하에 「합동정보위원회 (JIC: Joint Intelligence Committee)」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합동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 및 감독하고 정보목표순위를 결정
하여 각 정보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32) 또한, 합동정보위원회는 각 정보
기관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일정보보고서’, ‘장기정세보고서’, ‘주간정보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이들 보고서를 수상 및 내각에 배포하며 국가 위기 발생 시에 각종 위험과 위협을 평가하여 조기경보를 발령한
다.33) 영국의 MI6와 정부통신본부(GCHQ)가 외무성 산하이고 MI5가 내무성 산하이며 국방정보부(DI)가 국방성
산하에 편제되어 있는데, 이들 부처 정보기관들을 총리 산하의 합동정보위원회인 JIC가 업무조정과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과 같은 “분산통합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종의 “분리ˑ조정형(Divided yet
coordinated)” 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9/11 테러이후 정보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합형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정보기관들도
오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보조직체계와 구성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는 많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특히 다른 점은 정보기관의 존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이 존재해 오다가 최근에
서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보기관으로 “Coming out“ 하
였다는 것이다.
영국의 정보혁신노력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정보통합과 정보감독의 강화노력이다. 9/11과 7/7,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후에도 영국 정보계의 중심적인 구조는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업무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MI5의 중심업무가 좀 더 지역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서 지방경찰들과의 협력이 많이 늘어났
다. 게다가 최근에 약간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각에 ‘국가안보회의’(NSC)를
신설한 것으로 이 NSC 안에 정보와 안보 그리고 복구를 담당하는 국가안보 부보좌관(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er) 직제가 만들어져 정보공동체내의 전략정보요구와 관련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다. NSC는 합동정보위원회 평가참모(Assessment Staff)가 생산하는 정보산물(Intelligence Products)을 제공받는데,
이 NSC의 신설과 관련하여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정보기관 및 안보기관 수장들과 각료들의 정기적인 회합이 이

29) MI6는 유명한 ‘007 제임스 본드’가 속해 있는 정보기관으로 원래 명칭은 비밀정보국(SIS)이며 상당히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
반 없이 존속해오다가 1994년 정보기관법이 제정되면서 영국의 대표적인 대외정보기관으로 “coming out” 하였다. 외무장관의 직속 기
관으로써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국가정보학회(2013), pp. 423-431.
30) 미국의 NSA (National Security Agency)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GCHQ의 주요 임무는 영국 국내외 주요 통신을 포괄적으로 감청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치, 군사, 경제, 테러 분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영국의 통신망을 적의 감청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
신 감청에 필요한 전자통신, 음향통신에 사용되는 각종 암호자료를 수집하고, 해독하고 새로운 암호체계를 보급하는 임무도 담당한다. 이
에 대해서는 전웅(2015), PP.432-433. 한국국가정보학회(2013), pp. 423-431. 참조할 것.
31) 미국의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영국의 보안국(SS), MI5는 주요 임무가 대테러 업무이지만, 실제로
이슬람테러가 부각되기 시작한 9ㆍ11 이후가 아니라 북아일랜드 무장테러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던 1970년대 초부터 대테러 업무에 경험
과 지식을 축적해왔다. 최근 냉전 시대의 주요 임무인 방첩업무에서 영국 국내 테러리즘을 차단하고 테러조직을 색출해내는 것이 중요 업
무로 부상하였지만, 이와 함께 마약, 불법이민, 조직범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등 전통적으로 경찰이 담당하였던 영
역까지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국가정보학회(2013)을 참조할 것.
32) 전웅(2015), pp. 433-434.
33) 전웅(2015), pp. 433-434. 합동정보위원회(JIC)의 경우, 외무, 내무, 국방성 및 각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요원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분야
별 분석팀들이 운영되고 차관급 및 정보기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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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보안위원회(ISC)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NSC가 또 하나의 “옥상옥” 기구
역할을 하여 정보기구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NSC의 지시
사항이 합동정보위원회(JIC)의 정보우선순위 목표에 우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보개혁조치로 가장
주목할만 것 중의 하나는 2003년 ‘합동테러분석센터’(JTAC)를 발족시킨 것으로 이 ‘합동테러분석센터’(JTAC)는
국내외 테러위협과 관련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다.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NCTC)와 마찬가지로
JTAC은 정부에게 당면한 위협평가와 테러활동에 있어 장기적인 패턴의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테러리즘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의 정보감독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실패에 대한 보완적 노력이다. 특히 정보실패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요한 측면은 조사청문회, 심의 위원회와 같은 여러 장치를 포함하여 책임을 묻는 기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런 기본적인 책임(Accountability)은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첫 번째는 정보기관들이 불법적 또는 비도덕적
으로 활동하지 않는지 정보기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과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진주만 공격에 대한 대응실패로 4번의 공식적인 조사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었
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감독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은 1970년 대 중반 처치위원회의 활동
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1980년 대 말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공
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인정될 때 까지는 제대로 된 정보감독은 실행될 수 없었다. 그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4년 “정보국법(Intelligence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1994년 정보보안위원회(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가 신설된 것이었다. 즉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들을 그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당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밀유지가 활동방식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정보업무에 있어서 정보감독의 당위성은
업무활동의 필수성과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정보출처와 과정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청문회가 정보기관들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정보문제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정보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9/11 정보위원회의 조사가 바로 그런 것으로 2004년 정보개혁법에 반영된
많은 개혁사항이 이 위원회의 권장사항이었다. 정보업무에 대한 공적인 조사가 증대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
로 더 효과적인 정보감독을 이끌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많은 것은 정보감독에 관여하는 기구인 위원회와 위
원회 질의의 질에 달려 있다. 영국에서 정보보안위원회(ISC)는 미국의 의회 정보특별위원회와는 다르게 야당지도
자와의 자문을 받아 의회에서 지명을 하고 수상이 인준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또한 ISC도 제일 먼저 의회가 아니
라 수상에게 먼저 보고하며 의회는 수상에게 전달된 보고서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민감한 기밀이 생략된 형태의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다. 정보보안위원회는 정보에 관한 어떤 파일이라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정보기관들은 만약에 그런 요구사항이 너무 민감한 정보라고 간주될 경우에 관련 부처 장관을 통해 그런 요구사
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건(7/7 사건)의 경우에 정보보안위원회의 연례보고서와 조사가 정보기관들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정보감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ISC의 역할이 너무 친-정부적인 것이 아니
냐는 비난과 함께 정보기관들을 옹호하는 대변인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4)
ISC와 같은 상설기구의 활동과 함께 정부의 정보기관들은 정보실패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받
아 왔다. 2003년과 2004년 영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정보실패 문제로 4번에 걸친 조
사를 받았다. 의회의 조사와 정보보안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으며 7/7 사건에 대해서도 두 개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처럼 정보기구에 대한 조사의 숫자가 증대되는 것이 보다 강력한 견제 기구의 존재를 시사하기도 하지만 그들
의 후속조치로 나온 보고서내용은 지나치게 정보기관들에게 우호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조사위원회

의 검토범위가 너무 제한된 상태에서 정보공동체 내의 근본적인 개혁문제를 조사하거나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
었다. 사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알렉스 단체프(Alex Danchev)에 따르면 책임자를 직
34) 정보보안위원회의 업무 역시 너무 일상적인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
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보보안위원회의 신뢰가 쌓이면서 영국 정보공동체에 좀 더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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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앉혀 놓고 정보와 답변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사는 단지 “아수라장”과 같은 것이었다. 반면에 1975년
에 있었던 미국 처치위원회의 경우 정보감시와 관련 미국인들의 사고와 태도를 거의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감독은 기준에 못미치는 곳이지만 이들 정보책임을 다루는
기구들의 역할은 위기발생 시 또는 정보실패 시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9/11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이런 것
을 지지한다. 영국의 경우 정보책임의 수준은 정보업무의 독특한 성격과 정보책임과정을 통제하는 부서장의 능력
에 의해 달려있긴 하지만 정보 자체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정보감독에 있어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만 하지만 완벽
한 수준의 정보감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정보실패의 여러 과정을 개선하거나 혁신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졌지만, 그런 구조적인 개
혁조지 중에 가중 주목할 만한 구조적인 변화는 정보에 대해 합동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 조치들이다. 영
국이나 미국의 정보혁신 조치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주로 ‘국가 대테러 센터’(NCTC)의
창설과 ‘합동테러분석센터’(JTAC)와 같은 합동정보기구들의 창설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관련 부처 간에 더 원활
한 조정을 위해서 대응문제별로 더 많은 조정기구들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칫 이런 방
식을 너무 남용하여 새로운 기구들을 자꾸 신설할 경우에 이미 너무 많이 있는 정보공동체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정보체계 방향은 자국의 정보계가 제공하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초
강대국의 정보와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것과 이와 동시에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영연방 중심의 정보협력체제를 활
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특성은 정보분야에 있어서 영국이 국력쇠락으로 과거와 같은 명성을 되찿는 것
은 어렵게 하지만 여전히 휴민트와 기술정보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정보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며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써 어느 정도의 정보통제와 감독기능이 유지되는 정보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4)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보혁신 사례와 함의
해외정보기구들의 정보혁신노력으로 눈에 띠는 것은 해외정보와 국내정보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분리
또는 분산형 체계를 발전시킨 것이 정보조직 간에 경쟁과 갈등의 심화로 나타나거나 정보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
면서 국가정보를 통합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35)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것은 정보공유 및 정보협력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산하 정보기구들 간에 연계를 강화하거나 정보공유센터의 신설경향이다.36) 미국
의 경우, 방첩보안센터(NCSC)가 그런 역할을 하며, 영국의 경우, 미국의 국가대테러센터(NCTC)와 유사한 기능의
정보공유체계로써 합동테러분석센터(JTAC)를 운영, 잠재적인 테러 행위를 감시, 분석, 와해시키는 업무를 담당하
거나 그러한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 부처들을 이끌면서 테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 분석 배포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정보 혁신사례로 가장 주목할 것은 국가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감독기능의 강화이다.
민주화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감시요구가 증대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각국 정보기관들
도 적극적으로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기능은 주로 의회가 수행하지만 의회가 아닌
행정부 자체 내에 정보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의 ‘정보위원회’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
(President’s Intelligence Advisory Board, PIAB)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며,37) 정보기구 내에 감찰관 제도(Office
35) 미국의 경우, 정보의 통합성을 위해 DNI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DNI의 임무 및 역할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그에 따라 산하
정보기구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영국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오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기구들을 통합하려는 조치로 각급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조정, 통합, 지휘 기능을 수행해왔던 JIC(합동정
보위원회)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36) 미국은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첩보공유환경단(ISE), 국가방첩보안센터(NCTC) 등을
설립하였는데, 그중에 특히 첩보공유환경단(ISE)은 정보공유를 촉진시키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역할 수행. 영국 역시 종합적 정보분석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정보분석기구(Joint intelligence organization)을 설치하고 2003년에는 테러위협과 관련 합동테러분석센터(JTAC)
를 설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웅(2015), pp. 433-434. 참조. .
37) 최근에 정보감독위원회(Intelligence Oversight Board, IOB)를 산하에 편입하여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이 헌법 및 각종 법률과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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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spector General)도 그런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CIA의 감찰관은 관련 법(CIA Inspector General
Act of 1989)에 의해 상ˑ하원의 정보특위에 협력하게 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되며, DCI의 지휘
를 받지만 독립적으로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그러나 정보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점보
통제 및 감독은 의회의 정보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의회차원에서 하는 정보감독제도로는 미국의 경우, 상하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의회 외교국방위원회 산하 정보기밀소위원회(Subcommittee for
Intelligence and Secret Services)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영국의 경우, 정보보안위원회(ISC)가 있다. 해외 정보
기관들은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보공동체는 되풀이 되는 분
석의 오류원인을 방법론에서 찾아 소위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라는 분석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즉, 귀납적 추론방
식은 너무 경직된 경향이 있으며 분석관으로 하여금 이미 상황이 뱌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스템적 사고(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를 활용해야 한다
는 것이다.39) 최근 미국의 정보학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구조화 분석기법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정보실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보실패의 요인으로 분석관의 개인적인 인지능력이나 추론능력
의 문제점을 주목하여 “상상력의 부족”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 정보혁신 사례로 눈여겨 볼만한 것
은 이스라엘이 시도하고 있는 소위 “효율성강화를 위한 일원화된 정보업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분석팀을 재편하여 분석팀과 수집부서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전제 분석조
직을 9개의 시스템으로 나누고 내부에 상위 전략팀과 하위 전술팀으로 조직하였다. 이러한 조직방식은 분석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낱개의 여러 정보 합산물이 아닌 집단적 사고의 정보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것으로 “정보체
계 팀장”이 보고서의 생산 및 배포, 업무분장, 공작까지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수집관과 분석관 간의 협력 강화,
군사, 외교적 활동과 공작의 시너지 효과, 중요한 첩보의 생략개연성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40)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이에 어긋나는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한국
국가정보학회(2013), p. 354-367 참조
38) 이스라엘은 국가검사관(State Comptroller) 제도가 있어 조사 결과와 의견을 수상과 의회(the Knesset)에게 보고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공표된 수사권 규제법령에 의해 임명된 정보국 감독관(The Intelligence Services Commissioner) 이 있어서 이런 정보감독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1994년 정보국법에 의해 외무성 장관이 발부한 영장을 검토하고 영국 정보기관들이 취득한 통신감청이나 비밀
인간정보출처 그리고 감시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Kuperwasser(2007). 참조.
39) ‘시스템적 사고’는 분석관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포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며 관련자들에 대한 특징적인 갈등이나 긴장을
분석하게 해주고 상대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이며 또 그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 Givens, Austen Givens(2012). 참조할 것.
40) 이 정보체계팀장(HIS)은 분석팀의 관리/감독 권한외에도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수집에서 분석 및 공작까지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위험성의 개입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보기구
는 이처럼 수집과 분석의 관계를 일원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분석팀과 수집팀 간의 대면 포럼(face-to-face forum)제도와 인트라넷 안에
“대화방(chat)”을 개설하여 소통을 진작시키는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보개혁의 핵심은 정보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수집부터 함께 작업하여 수집과 분석, 공작을 일원화된 시스템방식으로 정보활동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Kuperwasser(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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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국가정보시스템의 비교와 검토
(1) ‘A형:중앙집중형(Central and Converged)’정보체계의 조직구성과 의미
National
Intelligence

DI1

DI2

DI3

“중앙집중형” 정보체계의 특징은 중앙정보기관을 중심으로 부문정보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조직되어 있
기 때문에 강력한 정보통합을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과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정보의 중복문제 없이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체계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통합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이며 정보기관 간 중복현상이나 차단문제가 없어 정보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
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중동 이슬람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유형의 정보체계를 지향하고 있다.41) 한편, 이
런 “중앙집중형” 정보체계의 문제는 중앙정보기관에게 정보권력이 집중되어 자칫 권력과 결탁하거나 권력의 비호
에 관여하여 ‘정보의 정치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이런 중앙집중형 정보체계의 취약점은 정보기관의 권력
도구화 개연성이 크다는 것으로 정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42) 다만, 역설적으로 “정보통제 및 감독” 기능이 전제되기만 한다면 이런 중앙집중형 정
보체계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는 하다. 최근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지나친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문제로 국내 정보기능 일부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찰 일부에서는 “특별수사
본부”라는 이름의 국내정보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경찰 중심의 독자적인 국내정보기구를 신설하는 문제가 논의되
고 있는데, 이런 경우 새로운 대내정보기구의 설치는 자칫 또 다른 국가차원의 막강한 정보기관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국가정보원과 정보경쟁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만약에 국
내정보기구를 신설하여 선진국 정보체계처럼 해외정보, 국내정보, 국방정보와 같은 형태의 분리형 정보체계를 확립
한다고 할지라도 최근의 정보통합 및 정보공유의 추세에 따라 다시 이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미국의 ODNI와 같
은)는 통합형 총괄기구 또는 조정기구(영국의 합동정보위원회(JIC)와 같은)의 설치가 요구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통합이나 조정의 효과가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첨예한 정보경쟁과 정보분리로 인해 잠재적인 정보실패의 개연성
만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CIA와 FBI 간에 오랜 경쟁과 갈등관계는 공공연한 사실
이며 최근 미국의 최고 정보수장인 국가정보장(DNI)와 다른 정보기관장들 간의 불화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43)

41) 석재왕,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의견,” 「국가정보원개혁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8.01.31. 국회 제3회의장, pp. 29-37.
42) 전웅(2015), pp. 350-354,
43) 미국 국가정보장인 DNI와 국방정보기관인 국방정보본부(DIA), 국가안보국(NSA) 사이의 노골적인 갈등은 물론 DNI 데니스 블레어 제독과
CIA 부장 레온 파네타 CIA 국장과 DNI의 불화도 유명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대응 89

(2) ‘B형:분산통합형(Dispersed yet Integrated)’정보체계의 조직구성과 의미

DHS
CIA

NSA
ODNI

FBI

DIA

“분산통합형 체계”의 특징은 산하 정보기구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하지만, 이들 정보
기구들의 담당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업무를 하되 최종적으로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직
제가 산하 정보기구들의 업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히 일반 정보활동과 국방
정보활동 간에, 그리고 해외 정보활동과 국내 정보활동 간에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정보공동체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정보활
동과 범위의 불명확성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정보활동의 공간을 유연하게 보장하려는 정보기구들의 의도된 결과이
지만 일반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CIA와 국방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DIA 간, 그리고 해외 정보활동과 국내 정
보활동을 각각 담당하게 되어 있는 CIA와 FBI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44) 이런 “분산통합형 체제”의
장점은 방대한 정보공동체의 중첩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공백을 차단하고 정보의 상호 검증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런 분산통합형의 경우, 현재 미국의 정보공동체가 겪고 있듯이 정보의 통합성이 기대한 것 보다
쉽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정보효율성이 낮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각자에게 맡
겨진 정보업무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정보기구들을 중앙정보장(DCI)체제아래 편제하였다가 9.11
이후 다시 DNI라는 총괄직제아래 통합시켜 부처 간 조율과 조정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구도로 개편하였지만 여전
히 정보통합은 잘 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들과 달리 적대세력과 끊임없는 정보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보요
원들의 경우 어렵게 획득한 비밀정보를 다른 정보기관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한 아무리 DNI가 최
고 책임자라고 할지라도 평생 정보업무를 같이 해온 직계 부처의 상급자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45)
실제로 DNI의 위상약화를 의식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DNI 데
니스 블레어 제독과 CIA 부장 레온 파네타는 해외지부장(COS: Chief of Station) 선발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
다. 그런데 둘이 해외지부장 선임문제로 갈등을 빚자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DNI인 블레어 제독의 편을 들지 않고
파네타 CIA 부장의 편을 들어 주었다.46) 당시 DNI의 책임은 큰데 비하여 권한은 미약하다는 DNI의 불만에 수
긍하여 예산과 조직에 걸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DNI에 취임한 블레어 제독이 미국 정보공동체의
책임자인 자신이 해외지부장을 선발하여 임명할 것이라고 공표를 하였다. 이에 곧바로 레온 파네타 CIA 부장이
반발하면서 CIA 직원들에게 그 발표문을 무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파네타의 주장은 전통적으로 CIA 부장이 국가
공작국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외지부장을 임명해왔다는 것이었다. 결국 오바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과 상의
하여 페네타 CIA 부장의 손을 들어 주었고 또 다시 DNI는 이름 상 상급자일 뿐 실권은 없는 직위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47)
44) 전 웅(2015), pp. 350-354,
45) 위의 책(2015).
46) Lock Johnson, 『국가안보정보(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이길규 외 3인 공역, (서울, 박영사:한반도미래연구원, 2018),.pp.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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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형:분리/조정형(Divided yet Coordinated)’정보체계의 조직구성과 의미

SS

SIS

(MI5)

(MI6)
JIC

GCHQ

DI

대부분의 서구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은 일종의 “분리조정형 시스템”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국가정보장(DNI) 같은 직제 대신에 모든 정보기관의 관리와 업무협의를 위해 총리 산하 「합동정보
위원회 (JIC: Joint Intelligence Committee)」가 있어 중간에서 정보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외안보총국이 국방부산하에 편제되어 있어 국방부로 편향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만 해외정보와 국내정보가 분리
된 상태에서 그 위에 합동정보위원회가 부처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
정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8)
영국의 경우에는, MI6와 정부통신본부(GCHQ)가 외무성 산하이고 MI5가 내무성 산하이며 국방정보부(DI)가
국방성 산하에 편제되어 있으며 이들을 총리 산하의 합동정보위원회인 JIC가 업무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
의 “분리조정형(Dispersed yet coordinated)” 체계에 가깝다. 문제는 최근 영국의 경우에도 9/11 테러이후 정보체
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합형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주된 이유는 이라
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정보기관들도 미국처럼 오판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조정형
시스템의 경우, 정보기관의 권력유착문제를 차단할 수 있어 정보의 정치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다.49) 하지만, 이런 민주적 정보체계의 문제점은 정보기관들 간의 정보협조는 물론 정보공유가 매우 어렵다는 측
면에서 사실 상 “자유방임형” 시스템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국가정보체계는 정보기구들 위에 합
동정보위원회라는 상설 정보조정기구를 만들어 운영을 하거나 이스라엘처럼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정보관이 통
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보강국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의 업무 분업이 잘 이루어져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활동 영역이 겹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업무 영
역이 겹치는 ‘회색지대(grey area)’로 인한 정보 획득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의사결정 체계가 전통적으
로 별로 위계적이지 않고 느슨한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들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경쟁의식도
강해 “정보분리의 문제”를 넘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보 공유를 거절하거나 정보활동 협력을 거부

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는 이스라엘 정보공동체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보부처 간 이러한 영역 다툼은 탈냉전 이후 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이 줄어들면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정보시스템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들을 알 수 있었지만, 민주국가가
아닌 경우 지나치게 중앙집중적인 “권력형” 국가정보체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문화나 민주제도
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가능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이 견제되는 선에서 적절하게 정보체계
가 분리되고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환경추세인 정보의 공유성 및 통합성
47) 위의 글.
48) 영국의 경우, 합동정보위원회는 각 정보기관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일정보보고서’, ‘장기정세보고서’, ‘주간정보 평
가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상 및 내각에 배포하는데, 합동정보위원회(JIC)는 외무, 내무, 국방성 및 각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요원으로 구
성된다. 전웅(2015) 참조.
49) 전웅(2015), pp. 3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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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에서 미국과 같은 “분산통합형”의 체계는 그다지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분산통합
형 체계는 처음부터 기획된 결과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종의 정보개혁차원에서 계속 진화된 구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 패권국가로서 세계문제를 경영해야하는 관점에서 수많은 정보
기구들을 양산하였으며 그런 방대한 정보공동체를 총괄 및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다시 통합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경우에는 정보업무에 투입되는 예산 및 인원 등을 고려하
여 방대한 정보기구들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민주적 정보체계의
확립을 위해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분리ˑ조정형 체제”로 개편하게 되면 조만간 서방국가들처럼 “정보공유 및 정
보통합”을 위한 정보체제의 개편을 논의해야할지 모른다. 그런데, 분리 또는 분산된 정보체계를 정보공유 및 정보
효율성의 강화차원에서 또 다시 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 또는 조정목적의 상설기구를 만들거나 총괄책임체
제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옥상옥”의 비효율적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비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현대 정
보개혁의 추세인 ①정보의 통합성 및 공유성(Integration) 확보, ②정보 및 대응의 동시성 구현(synchronization)을
고려한다면 정보통제 및 정보감독기능이 크게 강화된 중앙집중형 체제를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있으
며 효율적일 수가 있다. 중앙집중형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정보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에 대
한 민주적 통제 및 감시기능만 함께 강화시켜 나간다면 급변하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
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Ⅴ. 우리 국가정보의 발전방향과 혁신과제
(1)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정보혁신 지향
오늘 날 세계 모든 정보기관들 대다수가 직면한 당면과제는 정보의 민주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로써
민주화확산으로 인해 정보기관의 시민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보활동에
대한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NGO)의 감시가 대폭 강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정보활동에 따른 민주적 투명성과 책
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우리 국가정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잦은 정치개입과 비리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속에 깊게 박힌 부정적인 권력기관 이미지로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문제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과제
이므로 ‘지속가능한 정보혁신’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나
정권보위에 집착한다면 권력남용의 폐해는 물론 심각한 정보실패의 위험성을 내재하므로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날과 같은 국민국가의 시
대에서 정보기관의 존립기반은 국민적 신뢰의 토대위에 근거하며 정보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적 신뢰의 회복에 달
려 있다. 또한, 민주적 정보통제를 위해 국회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포획”의 문
제와 “전문성의 부족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의회의 정보기관장
인준제도와 정보기관장 임기제 도입, 국가정보원직원법의 계급정년제 폐지가 필요하다.

(2) 정보의 공유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정보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보기구 간에 정보공조 또는 정보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우리의 경
우 미비하다. 정보기구의 특성 상 정보공유나 협력이 어려운 점은 이해될 수 있지만 정보기구들 간에 관료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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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실패를 겪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보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부처간 정보공유의 활성화가 점점 더 수월해지고 그 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가정보도 관련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정보역량의 강화에 나서야한다. 현대 정보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정보개혁 과제 중에 하나는 정보기관 간의 경쟁과 갈등구도를 지양하고 국가정보의 공유성을 강화하려는
현상이다. 이것은 국내 안보위협요소가 확대되고 방첩목표들이 다양해지는 정보환경의 변화상황을 맞이하여 정보
의 중복 및 차단현상을 극복하고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산하 정보조직 간에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
국가방첩보안센터(NCSC)의 역할에서 보듯이 정보기관의 역할은 국가위기를 미리 탐지하고 관리하여 사전에 억제
하는 예ˑ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50) 우리도 국가방첩과 관련하여 보다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는바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와 범정부차원의 원활한 방첩업무수행을 위해 “방첩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민간 기술정보(TECHINT) 기관인 과학기술정보국(가칭) 신설 검토
동북아 정세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 국가정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
리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 틀 안에서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해 오면서 독자적/자율적인 정보역량구축을 등한시
해왔다. 대북 조기경보망을 보완하고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기술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북한의 주요 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정보 자산이 부족하다.51)

미ˑ중

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기술정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시급
한 정보혁신과제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민군 겸용기술 발전시대에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조직을 독
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점 점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분야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창의성을 이용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선도적인 민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정찰위성 사업과 관련 하여 군이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국정원을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정보의 선진
성을 구현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드론기술의 개발처럼 군사기술과 민간산업 기술이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간과 안보영역을 관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52) 특히 최근
과학기술정보 분석에 AI, 빅데이터, 머쉰 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분야에서 학문간 융복합과 민간분야의 산
학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과학정보독점 보다는 민간과 안보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정보기관
과 군이 협력하여 과학기술정보 협업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국가정보法 체계의 법제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방첩 활동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우리 현행 실정법의 경우 냉전시대의 상황
을 반영하여 반국가단체나 적국의 안보위협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50) 김왕식, “방첩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및 개선방안,” 『국가정보연구』, 제5권 2호(2012).
51) 이에 대해서는 염돈재. “국가정보 개혁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2013년 한국국가정보학회 연례학술회의 및 정기총회발표논문.
2013.12.19. 참조.
52)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정보수요에 부응하고 AI 및 머신 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한 예측정보의 생산을
위해 민간 과학기술정보국(가칭)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경우 산하에 과학기술국(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 S&T)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의 위협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을 대비, 과학기술을 이용한 위협감시와 기술적 진보를 이용한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기술정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인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가 있어 연방정부기관의전산망 보호
와 각종 인터넷 보안이슈 및 암호시스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염돈재(2013)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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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지 않으며 적국이 아닌 외국에 의한 안보위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
형법의 경우 간첩활동의 대상과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고 있어서 국가기밀은 아니
지만 중요한 기밀사항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미비하며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정보
기관의 정보수집활동에 대해 심각한 침해인 경우에도 처벌이 어렵다. 경제방첩과 관련해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침해행위의 내부 주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외국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불분명

한 상황이다. 외국에서와는 달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통신감청 허가를 받아도 휴대폰 감청은 불가능하거나 불법수집증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53) 「국가사이
버안전관리규정」에는 국정원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관이 사이버테러를 당했을 경우, 피해기관의
신청에 근거하여 조사나 복구 등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다. 또한 정보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체
제도 미흡하다. 원활한 정보업무의 수행과 정보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은 체제를 개편하고 미비한 벚제를 개
선해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5) 구시대 정보용어를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몇 정보용어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의 영향을 받아 만든 용어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방첩”과 “공작”이라는 용어이다. 그중에 “방첩”의 본래 개념은 로 “대스파이활동
(counterespionage)”과 관련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보안”개념과 유사하며 슐스키가 주장하는 “수동적 방첩”에
가까운 개념이다. 문제는 21세기 방첩환경의 급속한 변화추세를 고려할 때 이보다 더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방첩활
동이 정보기관의 역할로서 바람직하므로 이런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방첩활동의 범위와 방향을 고려하여 “對정
보활동”의 의미인 카운터 인텔리전스(counterintelligence)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54) 외국
어 번역에 능통한 일본 역시 “방첩(counterintelligence)”를 번역하는 것이 어려워 그대로 “카운터 인텔리전스”로
쓰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첩(Counterintelligence)“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따라 방첩의 목표, 활동범위, 임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적절한 용어의 대체가 중요하다. 여기에 “공작”이라는 용어 역시 현재 민주사회에서 통용
하기에는 너무 부정적이고 퇴행적인 느낌이 강하므로 영어의 “Covert Action”의미를 살려 “비밀활동” 또는 “비밀
작전”으로 순화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다.

(6) 정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분석 시스템 및 분석방법의 개발
정보업무는 비밀 및 보안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정보기관이 “구획(compartment)의 원
칙”에 기반하여 직무를 분담하는 것이 철칙처럼 생각해 왔다. 해외 IO들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팀에게 넘기고
분석팀은 이런 정보를 가공하여 방첩이나 공작부서에게 제공하는 식의 업무분담을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왔다. 그
53)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
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
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
8137 판결
54) 개념정의에 탁월한 일본 역시 “counterintelligence”의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그냥 “카운터 인텔리전스(CI)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방
첩“의 개념을 계속 쓰게 되면 단순한 “보안활동이나 대스파이활동(counterespionage)”으로 제한하여 인식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서 탈피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방첩의 직무범위와 활동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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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런 직무분담이 구획을 설정하여 비밀이나 보안유지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보다 팀 간에 소통부
족과 몰이해로 인하여 정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부적절한 정보활동으로 귀결되었을 개연성이 있는바,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정보기구 신베트가 수집과 분석의 관계를 일원화하여 분석팀과 수집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보생산의 협업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분석팀과 수집부서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의 관리자로 “정보체계팀장(a Head of Intelligence System)” 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정보 보고서의 생산 및 배포, 업무분장, 그리고 첩보수집의 책임을 지는 한편 수집과 공작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
여한 것은 수집관과 분석관 간의 협력을 조율하게 하고 군사, 외교적 공작을 통해 목표달성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
게 하며 중요한 첩보가 중간에 생략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방대한 정보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도 정보와 대응의 동시성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수집ˑ분석과 공작의 일원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정보활동기본법(가칭)의 제정 검토
최근 민주화의 확산에 따른 국내정보의 어려움과 감시의 강화는 각국의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점 점 더
정보활동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우 정보활동에 필요한 법제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
활한 정보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간첩죄의 구성요건과 기밀분류 관련 미비점은
방첩활동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임의적 감청설비 규정과 법률화되지 아
니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한계는 정보 및 수사 활동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ˑ조정규정」도 권한의 행사를 위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보 및 보안업무기
획ˑ조정규정」만으로는 정보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방식을 관장하기가 어렵다. 정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냉전시대 만들어 놓았던 구시대적인 간첩법과 국가기밀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ˑ조
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을 가지고 탈냉전시대 새로운 국가위협의 부상에 대응하는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며 비합리적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국가정보 관련 법체계가 너무 다양하게 산재되어 및 중첩 및 중복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으며 정보기관 간에 정보협력과 공유가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국
가정보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방식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정보활동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21세기 들어 급격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정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정보의 수집과 저장방법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안보위협요소의 다양화, 정보활동 대상의 다양화, 국외‧국내정보의 초국가적 연계성, 국
내정보의 위기심화 등으로 특징되고 있는 국내정보의 현실과 여건은 민주화 추세와 함께 효율적 정보활동에 어려
움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전략 차원에서 부딪힌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동아시아 역내로 파급되면서 한반도 정세
도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견제와 영향력 강화시도도 어느 때 보다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판데믹 위기는 단순한 보건위기를 넘어서 정치ˑ경제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심
각한 글로벌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질서의 변화와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신흥
위협의 부상에 대응하여 국가적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있어서 국가정보의 혁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급속히 변하는 대내외 정보환경과 정보패러다임의 변화, 우리 국가정보의 현실
과 여건, 미래 정보수요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우리 한국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국가정보의 방향을 살펴보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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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주요 국가들의 정보혁신사례를 찾아 보았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2차 대전이후 너무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모든 정보활동을 당면한 안보위협 제거에 집중하였다가 중국의 도전과 같은 더 큰 위협의 부상을 깨닫지 못하고
국력의 쇠퇴를 초래했다는 자기 성찰적인 시각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우리 국가정
보가 지향해야할 중요한 혁신과제를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해외 정보혁신사례들을 검토
한 결과 우리 국가정보체계가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국가정보의 혁신과제는 ①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정보혁신 지향, ② 정보의 공유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③민간 기술정보
(TECHINT) 기관인 과학기술정보국(가칭) 신설 검토, ④ 국가정보法 체계의 법제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⑤구시
대 용어의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 ⑥정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분석 시스템 및 방법의 개발,
⑦정보활동기본법(가칭)의 제정 검토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정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위협들과 관
련하여 해외 정보혁신사례를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정보기관의 새로운 표상을 정립하고 바
람직한 혁신목표를 제시하려는 본 연구가 향후 우리 국가정보역량의 강화에 필요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방
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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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다. 이제는
핵이나 미사일로 대변되는 대량살상 무기 등의 안보 환경이 사이버 공격 등이 주축이 되는 글로벌 신 안보 환경
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물론이고 핵 보유 관련 강대국 조차 사이버 공격
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사이버 보안 관련 법 제도 및 사이버 안보 전략과 조직 신설
은 물론이고 사이버 공격 무기를 공개적으로 개발하면서까지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핵 무기 문제와 달리, 어떠한 국제 규범도 없으며, 위반 시 취할 국제적인 제재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위반 국가의 실체(Attribution) 파악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태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 우위 확보를
위한 각국의 사이버 군비 경쟁 강화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랍의 봄, 쟈스민 혁명 등을 21세
기의 전형적인 전쟁으로 판단하고 정치, 경제, 종교, 심리, 문화, 사상,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병기화 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종래의 군사병기보다도 군사 및 비 군사 병기에 의한 하이브리드 공격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의 신 안보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비 군사 병기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가짜 뉴스 등 SNS 사이버
여론 조작과 함께 행하여지는 사이버 공격 임은 물론이고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이고 미
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대통령 선거에 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핵 무기에 버금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증가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각종
사이버 공격들이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사이버 공격들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으며 국민
의 실생활이나 기업의 활동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이버 안보 환경의
등장은, 핵이나 미사일 등의 재래식 안보 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신 안보 환경이 우리 앞에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발표를 통해, 신 안보 개념의 등장과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 기
관에 요구되는 역할 가운데에서 사이버 보안 관점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 안보 시대의 정보 기
관이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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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안보 개념과 사이버 안보
최근의 신 안보 개념은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특히 사이버
공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등으로 인한 새로운 글로벌 리스크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신흥 안보(emerging security) 개념(김상배, 2016) 은, “기존의 군사력 위주의 전통 안보나 비 전통 안보
(non-traditional security)와 달리 소규모 안전 문제가 특정 환경 아래에서 적극적 대규모 안보 문제”가 되는 것
으로 보고 있으며, (오일석, 2020)은 신 안보 개념을 “자연 발생적이며 상대적으로 예측이 불가하고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신 안보 위협의 주요 특징
을, “주적 개념의 부재, 예측 불가능성, 위협의 사회적 구성, 지구적 파급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재병, 2019)에 의해서는 이러한 비군사적 요소를 고려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포괄 안보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군사 안보와 비군사적 요소를 포괄하여 안보정책을 종합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포괄 안보 개념은 안보의 범위와 영
역을 크게 확대시켰고, 이제 안보는 밀접하게 개인·지역·체제와 연계되어 정치와 군사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
등 각 분야를 포괄하지 않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진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안보 개념의
확장이 안보의 개념 및 목표를 더욱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즉, 다양화된 위협의 주체, 다양
한 분야로 확대된 위협 요인으로 인해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어떻게 대응하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안보 목
표를 설정할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모호해졌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도 이러한 범주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이버위협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냉전 종
식 이후 나타난 안보 개념의 변화 속에서 비약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새로운 안보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의 2019년 신 안보 위협 전망, 이슈 브리프, 2018에서, “신 안보
(emerging security)는 전통 안보(traditional securit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체와 대상 등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 안보는 냉전시대를 대표하는 안보 개념이며 ‘국가’를 주체로 하고 ‘군사력’(재래식 무기ㆍ핵무기)을 주
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안보를 말한다. 이에 비해 신 안보는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및 환경
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들
을 총칭하는 것으로, 기후 변화와 감염병 문제, 사이버와 테러 문제, 식량과 인구 문제, 난민문제, 에너지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위협’들을 포괄하는 안보개념이다.”라고 신 안보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신 안보 이슈의
특징을 예측하기 어려운 잠재적 위협’, 평상시 무관심 영역과 실재적이고 현재적인 ‘생활밀착형’ 안보라고 주장
(2019년 신 안보 위협에 대비하자, 이슈 브리프, 2019,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이데
올로기 퇴조와 전쟁 억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전쟁의 위험과 공포가 현저히 줄어들
면서 군사력 중심의 ‘전통 안보’ (traditional security)는 현실화 가능성 이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과 환경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 안보(emerging security)’ 이
슈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획득된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두려움’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
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또한 신 안보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과 ‘개별적･
임기응변적 대응’보다는 ‘포괄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대해서 필자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정보위원회에서도 새로운 안보 개념을 규정하는 신 안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신 안보란 안보의 개념을 단순한 남북간 대결이나 군사적 충돌이 아닌 코로나19 등 새로
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된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특정하게 범위를 좁혀 정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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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분위기로는 신 안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며 국가정보원의 업무로 포함하더라도 신 안보에 대한 개념
을 열거하여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본 발표에서는, 신 안보 개념을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안보 관점에서 국한하여 생각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
이버 안보에 관련된 기본적인 많은 논의는 많은 문헌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장노순, 2019)의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국가안보와전략, 제19권 제2호, 2019, (홍석훈, 2019)의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 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2호, 2019, 그리고 (체재병, 2019)의 국제
사이버공격 전개 양상 및 주요국 대응전략, (유지연, 2019)의 주요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발전과 우리의 과제, 국
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18등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한다.
단지, 본 발표에서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의 신 안보 관점과 중국의 신 안보 관점만을 잠깐 언급하
고자 한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신 안보 개념의 등장은 핵 보유국들과 관련이 많은 것 같다. 핵 보유 관련 군사
강대국들은 사이버 공격 강대국들이며 사이버 공격 무기를 개발하면서 사이버 공격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핵 무기 못지 않게 사이버 공격을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신 안보 분야의 하나인 사이버 공격의 주 무대인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는 공간이며 국내와 국외가 따
로 없다. 사이버 공간의 유엔 규범은 쉽게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는 무법 천지의 전쟁터와 같다. 사이버 공
간에서 국가간 충돌은 너무 쉽게 일어나며 사이버 공격이 전쟁의 수단으로 쉽게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 핵 보유
강대국 순서로 사이버 공격의 강대국도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비용 면이나 공격 주체 식별의 어려운 탓으로 북
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도 사이버 공격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핵 무기
문제와 달리, 어떠한 국제 규범도 없으며, 위반 시 취할 국제적인 제재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위반 국가의 실체
파악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기술 개발이 용이한 사이버 공격 무기의 개발과 활용에 모든 국가들이 혈안
이 되고 있다.
핵 보유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먼저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신 안보 개념을 제창하고 있는 것 같다. 러
시아의 현재 지도자들은, 소련은 핵 전쟁에서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서방측의 여론 조작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아랍의 봄, 쟈스민 혁명 등을 21세기의 전형적인 전쟁으로 판단하고 정치, 경제, 종교, 심
리, 문화, 사상,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병기화 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종래의 군사병기보다도 보다 효과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러시아의 신 안보 개념을 제창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러한 신 안보 개념하에 정치, 경
제, 종교, 심리, 문화, 사상,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병기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선포하고, SNS 사이버
여론 조작도 하나의 침공 수단을 삼아, 에스토니아 침공,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침공. 또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미
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대통령 및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민주주의 파괴 활동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나 SNS 여론전 등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공격의 형태는, 인터넷 보급율이 높으며, 인프
라 등을 포함한 의존도가 높은 에스토니아에는 사이버 공격을 주로 행하고, 그렇지 않은 우크라이나에는 사이버
공격에 더하여、정보전、전자전、그리고 재래형의 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등 국가별 침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권을 수립하여 만들어두고, 경제적으로도 잠식하
여, 계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의해 네트워크에도 침입하고 있었다. 무력 행사에 대한 비용도 리스크도 높으며, 친
러시아 정권에 대한 반발도 강하게 되어, 결국에는 친 러시아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괴뢰 정
권을 먼저 수립한 후 사이버 공격과 통신망 차단, 여론 조작, 독립 운동 전개 등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한 것
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침공은 새로운 형태인 하이브리드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신 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핵 보유 국가 중의 대표적 사이버 공격 강국인 중국 또한 사이버 전략을 중국의 신시대에서의 새로운 군사 전
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가 발행한 "중국안전보장보고서2021(China Security Report
2021)(2020년, 11월) "에 의하면, 신 시대에 있어서 중국의 군사 전략(China’s Military Strategy in the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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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보화 전쟁, 사이버 전략, 우주의 군사 이용, 군민융합발전전략을 두고 있으며 이중에서 사이버 전략이 주축
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 전략은 인민해방군의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며 전략 지원부대의 임무와 조직으로 사이버 전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정보화 전쟁에 있어서 사이버 작전,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전, 중국의 사이버 전력의 과제
등에 의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전에 관한 인식 제고, 사이버 거버넌스를 둘러싼 중국의 대응, 그리고 사이
버 공간을 둘러싼 미중 관계를 통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국의 대외 행동 등으로 신시대에서의 군사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나 유럽 등의 신 안보 개념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헌들이 있으며 특히 사이버 안보에 대
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으므로 본 발표에서는 그들의 논의로 갈음하고자 한다.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기관에 요구되는 역할(사이버 안보 중심)
전쟁이나 무력 분쟁 등에 대한 안보 만을 일반적인 안보로 생각하는 전통 안보 시대는, 지나간 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물론이고 이상기후,
에너지나 신기술, 식량 사태,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문제를 국민의 생명이 우선시 되는 안전과 안
보, 즉 신 안보 개념으로 보는 계기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신 안보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 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요구되어야 할 까.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
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주장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가 안보 차원의 신 안보 거버넌스를 먼저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신 안보의 위협 중 어떤 문제는
어떤 부처가 담당하고 하는 식의 기존의 계층 구조의 국가 거버넌스로는 선제적이며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처
해야 하는 신 안보에서의 대응 거버넌스로는 미흡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특정 부처만의 대응이 아니라 정부
나 지자체 등 국가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고 대응해야 하는 초국가적 대응을 해야하는 신 안보 개념에서의 국
방, 정보, 외교, 치안 등의 안보 부처는 물론이고, 경제, 보건, 에너지, 식량, 기후, 재난, 신기술 등에 대한 안보
거버넌스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며 신 안보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전문가 육성 등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
대의 신 안보 시대에 맞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국가 신 안보 거버넌스를 조속히 새롭게 검토해 보아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청와대 국가 안보 실장 산하에 신안보비서관이라도 만들어서 신 안보 거버넌
스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전 예측 대응 정보 기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신 안보와 관련된 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정보 기관의 역할이 새롭게 조
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전쟁이나 분쟁 등의 재래식 안보 위협 등에만 초점을 맞춘 전통
적인 정보 기관으로의 역할 못지 않게 급변하는 각종 신 안보 위협에도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정보 기관으로의 변
신도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국이 서두르는 모양새인 것 같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이, 작년 11월 시점에 미국 정보 당국이, 중국 우한 주변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을 파악하고,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발령 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밀문서 내용을 이스라엘 정부
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도 알려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도 해외
에 구축된 정보망을 통하여, 인공호흡기, 검사 키트 그리고 의료용 마스크의 조달 등으로 이스라엘에서 신형 코로
나 바이러스 치료에 필요한 의료 기기의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정보 기관들이 코로나 19하에서의 정보 기관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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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Big 4에 의한 사이버 첩보는 물론이고 사이버 공격과 같은 신
안보 위협에 관련된 정보 기관의 활동이 언론에 노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등 서방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란의 나탄츠에 있는 핵연료 시설 등 중요 인프라 시설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을
3년간 올림픽 대회(Olympic Games)라는 작전명으로 감행된 바 있다. 전염병이나 사이버 공격은 물론이고 부품이
나 자원의 수출 통제, AI 등 신기술, 에너지나 식량 안보, 환경이나 경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 기관의
역할 변화 요구는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로 그 대응이 미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팬더믹 선언까지 이르게 되고 전인류의 많은 생명을 빼앗
아가고 전세계 경제를 대 공항으로 빠지게 하는 데에는 신 안보 위협에 대한 전세계 정보기관들의 역할 부족이나
준비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전세계 정보 기관들의 코로나 정보에 대한 초기 수집 실패와
정보 기관간의 코로나 정보 공유와 분석 실패 등으로 각국의 초기 봉쇄 방역이나 국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전문 정보 기관으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 중심, 전문가 중심, 기술 중심으로
Techno Intelligence Agency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전 예측 대응 능력을 갖추고 포괄적 체계적 접근
이 가능한 정보 기관이 되며 신 안보 시대에 맞는 전문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
다. 특히, 신 안보의 종합적인 기획은 물론이고 대응 거버넌스 차원의 전문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
신 안보 시대의 전문 기관으로서의 정보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구성이 전문가 중심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먼저 정보원이 된 후에 전염병이나 에너지, 식량, 환경, 사이버 안보 등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형태의 기
존 인력 운영에서 탈피하여, 환경, 에너지, 보건, 기후, 사이버 보안, 재난, 식량, 부품 소재 등 각종 다양한 전문
분야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먼저 확보한 후 정보원의 능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보기관의 인적 운영의 변모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도 지금의 계층(Hierarchical) 구조에서 횡적(Horizontal)
구조로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산하 기관으로 각종 전문 연구소를 운영해야 한다.

Ⅳ. 신안보 시대의 정보기관의 방향에 대한 제언
코로나 19나 사이버 공격 등의 신 안보 분야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보
기관은 개념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체 여전한 정쟁 속에서 안타까운 시간만을 보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 안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정보 기관으로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 중심의 신
안보 시대의 정보 기관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정보 기관의 신 안보 업무에 대한 지속화다. 정보 기관의 장에 대한 임기 보장은 물론이고 비정치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것이 급변하는 신 안보 위협 속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신 안보 분
야에 대해 정보 기관이 제대로 대처 하려고 하면 정쟁이나 정치적인 논쟁에 말려 시간을 낭비할 수 는 없으며, 오
로지 신 안보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대응 만을 전념하기에도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 안보 개념을
확대하여 먼저 추진하고 추후 기획 단계에서 범위를 명확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정보 기관의 전문화이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개념과 전혀
다른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기관의 과학화와 첨단화, 즉, 정보 기관의 전문성이 그 어떤 분야나 기관보
다도 뛰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신 안보 위협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고 포괄적이며 체계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대응 106

인 대응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 정보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구성과 조직 운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적
구성 면에서는 정보 기관의 직원들이 신 안보 각 분야의 전문가 가운데에서 먼저 선발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조
직 운영도 원장 중심의 계층(Hierarchical) 조직에서 각 분야 중심의 횡적(Horizontal)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신 안보 시대의 정보 기관은HUMINT 중심의 정보 수집 체계에서 인공지능(AI)이나 양자 컴퓨터 기술이
나 사이버 공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OSINT 중심의 정보 수집 체계로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신 안보 위
협에 그나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측 능력과 대응이 가능한 조
직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정보 기관이 신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과 국가 차원의 신 안보 국가 전략 기획 부서가 되어 각 부
처에 정보는 물론이고 대응 등의 지원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즉 정보 기관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응은 각 분야 부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와 대응 전략 등을 지원하는 전문 정보 기관
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정보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신 안보 관련 각종 전문 연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보 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신 안보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의 설립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 안보와 사이버 안보 개념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과 신 안보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국
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들이나 국가 지원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글로벌 신 안보 환경과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사이버 안보 위
협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각종 사이버 안보 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신 안보 환
경에 맞는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제정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V. 소결
1994년 12월 24일 에어프랑스 8969편 납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2001년 9•11 테러 사건의 전초전과 같은 사건으로 기억한다. 왜냐하면 에어
프랑스를 납치한 무장 이슬람 단체 범인들은 그 당시의 납치 목적인 두목이나 동료 석방, 금전 요구 등의 전통적
테러가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고 오로지 알제리에서 납치한 항공기를 프랑스까지 날아가는 것만을 요구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에펠탑에 충돌하여 장렬히 순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범인들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건에
서 에펠탑 충돌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테러에 대해서 조그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기존의 핵이나 화학 무기 등의 Mass Destruction 형태의 전통적 테러 방식
외의 다른 테러 수단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으며, 1996년에는 PCCIP(President’s
Commission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에너지, 금융, 교통, 통신 등 국
가 주요 기반 시설 및 자산에 대한 물리적 보호에 착수하여, 1998년 대통령 훈령(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63, PDD-63)으로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에는 미국 국
방부, NASA, 에너지부, 대학 컴퓨터 시스템이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커로부터 최초로 침투당하여 3년간 군사 관련
정보가 탈취되는 Moonlight Maze 사건이 발생기도 하였다. 결국에는 2001년 911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전략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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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나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1997년부터 정보통신 기반 보호 시설에 대한 위
협과 대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2001년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때부터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법 제정을 참여정부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기본법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 사건 가운데에서도 러시아의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8년 그루지아 대상 전면적 사이
버 공격,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공작, 정보 탈취 및 교란 등을 포함한 심리전과
고출력전자파총,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전, 비 정규 전에 핵무기까지 결합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신 안보 개념이었으며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국가들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대응 모습 또한 신 안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해주었다.
전통 안보 개념에서 비전통적인 신 안보개념으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과연 정보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 글로
벌 신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사이버 심리, 사이버 공작, 사이버 스파이,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 정보 기관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 19사태나 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신 안보 위협들은 반드
시 그리고 또 다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대두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에 크게 피해
를 미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은 지금보다 더 짧은 주
기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것이며, 이상 기후나 재난 재해, 식량, 사이버 공격 등 각종 신 안보의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협해 올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나 핵 공포 등의 재래식 전통 안보에 대한 위협과 현실성은 다소 줄어들게 되며, 급속한
글로벌화, 기후나 재난 재해 등의 환경 변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 안보의 위협이나 영향은 바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게 되며 안보의 긴급 현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레미 스트로브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인류에
게 핵병기와 동등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핵의 위력과 공포로 인해 핵 보유국은 물론 인류 전체가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급변하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 기관의 역할 변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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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통상적으로 군사안보는 국가행위자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다. 국가는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폭력사용권의 포기라는 사회계약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가정되었다. 개인들로부터 양도된 폭력사용권의 총합은 국
가를 구성하고 그 국가로 하여금 폭력사용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국가는 이 독점적 권리에 따라
대내적으로 법집행권한을 행사하며 대외적으로 군사안보활동을 수행한다. 이런 맥락에서 군사안보가 국가행위자의
배타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은 근대국가의 근본가정 또는 구성 원리에 의해 지지된다(홉스, 2011: 173-189).
군사안보가 근대사회에서 국가행위자의 배타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은 국가 부분이 전통적으로 비국가 부분에
비해 압도적인 폭력적 능력에서의 우위를 점해왔으며, 동시에 국가부문이 군사안보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거
의 독점인 행위자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근대사회에서 국가행위자가 비국가행위자에
비해 군사안보에서 배타적인 중요성을 갖게 해주었던 객관적, 물리적, 그리고 상황적 조건을 제공했다. 대체로 이
러한 조건은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발전과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민족주의를 바
탕으로 한 국민국가의 건설은 국민개병제와 연결되었다. 국민개병제를 통한 국민군대의 출현은 병력 수와 질 면에
서 국가행위자가 비국가행위자에 비해 압도적인 물리력의 우위를 유지하도록 기여했다. 또한 산업화 기계화를 통
한 무기의 발전은 폭력적 능력의 기계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근대사회와 달리 무장력과 병력규
모의 측면에서 국가행위자가 비국가행위자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도록 만들었으며, 군사안보는 국가 행위
자만의 게임의 장이 되는데 기여했다(맥닐, 2011, pp. 250-408).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 간의 전통적 폭력의 우열구도와 기회조건에 변화의 조짐
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미래사회로 갈수록 군사안보 부문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이 국가행위자
의 그것과 독립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폭력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violence) 현상으로 정

1) 이 글은 “윤민우. (2020). “신흥 군사안보와 비국가행위자의 부상: 테러집단, 해커, 국제범죄네트워크”, 김상배 엮음 4차 산업혁명과 신
흥 군사안보, 파주, 경기: 한울 아카데미, pp. 275-313.“와 ”윤민우·김은영. (2012). “전쟁 양식의 진화로서의 21세기 국제테러리즘
과 초국가 범죄조직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테러학회보』, 5권, 1호: 51-93.“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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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다. 폭력적 능력이 국가행위자들에게 집중되었던 상태에서 점차 개인과 사적 집단, 사적 네트워크 등으로 이
전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폭력주체들의 폭력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움직
이게 된다(Schwarzmantel, 2010). 이와 함께 미래사회로 갈수록 폭력사용과 관련된 규모의 폭력(violence of size)
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보다 최소규모의 정밀폭력(nano-size pin-point violence)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경향과 오버랩 된다(Toffler & Toffler, 1993: 73-93). 이런 기회조건의 변화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군사안보
게임의 영역에 참여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폭력의 민주화 현상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정보화의 확산,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의 의
도치 않은 결과물이다. 최근 들어 빈번히 언급되는 4차산업혁명이 경제 또는 부의 창출 부문에서 글로벌라이제이
션과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전의 의도한 결과물이라면 폭력의 민주화 현상은 폭력과 전쟁, 폭력을 통한 권력다툼
의 영역에서의 동일한 추인의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다. 정보통신, 드론과 인공지능, 전투로봇, 머신러닝과 빅데이
터 기반 전투지휘체계 등은 그러한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엘빈토플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의 양식과 파
괴의 양식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Toffler & Toffler, 1993).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부문에서의 4차산업혁명
은 군사안보부문의 폭력의 민주화 경향과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Wittes와 Blum(2015)은 이러한 폭력의 민주화 현상이 근대사회의 기초인 국가와 개인들 간에 맺은 사회계약을
다시 재구성(reformulation)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폭력독점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양도한 개인의 폭
력사용권의 총합이다. 따라서 국가는 계약에 따라 개인들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진다. 하지만 그 국가가 실효적으
로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개인들과 국가 간에 맺은 그 계약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계약이행이 불완전한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프라이
버시와 폭력사용의 자유권, 자기방어권 등과 같은 본연적 권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보호에 대한 계약이
행이 불완전한 국가가 그러한 계약이행을 보완할 목적으로 다시 2차 계약에 따라 민간 회사들과 같은, 예를 들면
보안회사, 민간군사기업, 민간정보회사 등의, 사적 집단에 양도 또는 위임하는 행위들은 기존의 사회계약에서 어떻
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는 개인들과 국가 간에 맺은 1차적 사회계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한편 폭력의 민주화와 비국가행위자의 부상은 폭력을 범죄와 테러, 그리고 전쟁으로 층위별 수준에 따라 (마이
크로-매크로Micro-Macro로) 개념적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접근을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여러 다른 수준의 폭력들
이 전일적(holistic)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행하도록 만든다. 비국가 행위자의 폭력적 능력의 증대와 관련하여
국가행위자의 법집행적, 군사안보적 폭력독점은 이완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행위자로 하여금 기존
의 전통적 대응방식으로부터 어떤 전략적 변환을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국가폭력의 대내적 수단인 법집행과 대외
적 수단인 군사안보 양 부문 모두에서의 어떤 근본적 전략변환이 요구된다. 러시아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정
보충돌(information confrontation) 또는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의 개념과 전략, 게라시모프(Gerasimov)
독트린의 채택 등은 이러한 국가 행위자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Medvedev, 2015: 61-64; Ку
черявый, 2014). 이러한 근본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는 더 이상 전통적인 법집행과 군사안보의 이분
법적인 국가의 합법적 폭력사용의 프레임으로는 여러 비국가행위자들이 제기하는 군사안보적 위협과 폭력의 민주
화 경향이 초래하는 항상적 안보위협 상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력의 민주화와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쟁점은 국제정치질서에서 비국
가 행위자가 국가 행위자의 폭력적 능력을 압도하여 새로운 미래 국제질서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여부이
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근대 국제질서의 가장 주요한 주체인 국가 행위자가 새롭게 부상하는 비국가 행위자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국제정치질서의 주요 행위자가 비국가 행위자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국가 행위자가 국
가 행위자와 동등한 정도의 국제정치질서 폭력사용 관련 행위자로 공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
한 지지자들은 오늘날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여러 빈곤하고 허약한 국가들이 밀집된 지역을 사례로
들며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 행위자들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주요한 국제정치질서의 행위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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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지역의 실패한 국가나 약한 국가들은 사실상 지역의 테러단체나 범죄조직들의 영향에 매
우 취약하여 이러한 주장들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들로 제시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국가 행위자의 폭력
적 능력이 증대하더라도 결국 국가 행위자들의 폭력적 능력을 넘어서거나 적어도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단지 비국가 행위자들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국제정치질서에서 중요한 폭력적 행
위자들이 되었지만 국가 행위자들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국가행위자들의 이해를 위해 작동하는
국가 행위자의 프락시(proxy)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국가의 국제정치적 목적으로 위
해 범죄자들과 해커들을 은밀히 활용하는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경험적 뒷받침이 된다.
비국가 행위자와 국가 행위자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립되던지 최근의 유의미한 폭력행위자로서의 비국가
행위자들의 부상은 군사전략적으로 주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문제가 국가 행위자 그 중
에서도 고도로 전문화되고 단일화된 국가의 군사부문에서 전담하던 것에서 보다 다원화되고 분산된 방식으로 이동
할 개연성이 크다. Wittes와 Blum(2015: 17-90)은 이러한 미래전쟁 또는 미래 폭력 사용의 특성을 공격 능력의
분산(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방어의 분
산(the distribution of defense)으로 지적했다. 이는 군사안보의 공격과 취약성, 방어가 기존의 국방부와 군과 같은
한 국가의 단일화되고 전문화된 기관에서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확장·분산 공격과 취
약성, 방어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미래 전쟁의 공격, 취약성, 방어
에 대한 참여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과 공격, 취약성, 그리고 방어의 분산·확장은 기존의 전통적 전
쟁과는 다른 미래전쟁의 새로운 전쟁전략을 요구할지 모른다.
이 글은 새로운 미래전쟁의 특성과 주요 군사 전략·전술적 의미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미래전쟁의 전략방
향에 대한 대안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 전쟁 양식의 변화
전쟁 양식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조건변수로 공간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상정
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은 전쟁이라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를 의미하며 기술은 인간이 부를 만들어 내
는데 동원되는 생산의 양식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전쟁 공간의 변환과 기술의 근원적 또는 혁명적 도약은
인간의 폭력적 파괴활동인 전쟁의 양식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두 조건변수인 공
간과 기술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다시 통합적인 에너지로 전쟁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 가정에 기초해 있다.
먼저 전쟁 양식의 변화에서 공간은 주요한 조건변수로서 전쟁의 변환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최초의 단
계에서 전쟁은 땅이라는 표면적인 무대에서 두 적대적인 세력이 충돌하는 1차원적인 전쟁의 양상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던 것이 항해술과 선박 건조기술의 발달에 의해 바다라는 물리적 공간이 추가됨으로서 두 개의 공간
이 전쟁에 동시에 개입함으로서(물론 이러한 바다라는 제2공간의 추가는 바다에 인접한 환경 조건에 제한되었지
만) 전쟁의 양식이 의미 있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쟁이 2차원적인 두 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은 상륙전과
바다를 통한 해상 수송로 확보라는 문제가 전쟁에 개입됨으로서 전쟁의 양식을 질적으로 바꾸게 된다. 다시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늘이라는 공간이 전쟁의 장에 추가 되면서 전쟁은 3차원의 공간으로 진화하였으며 이
는 공중전이라는 요소와 공중으로부터의 수송과 지원, 폭격, 보급, 작전 및, 정보 등의 문제가 전쟁에 추가되는 것
을 의미했다. 이러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전쟁에 추가됨으로서 기존의 하늘과,
바다, 땅이라는 세 개의 현실 공간에 추가하여 사이버라는 의식의 가상공간이 실존적 의미로 전쟁이라는 무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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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전쟁 공간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으로 전쟁의 수행방식과 성격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Reed, 2008).
다음으로 전쟁에 있어 기술의 변화는 주요한 또 하나의 조건변수로서 전쟁 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인류사에서 일어난 가장 주요한 발전 가운데 하나는 기계화와 산업화이며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것이 정보통신기술
의 혁명이다. 기계화와 산업화는 인간을 살육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무기의 자동화와 기계화이며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은 기관총과 탱크, 그리고 비행기 등
이다. 이러한 살육과 파괴의 자동화는 전쟁의 양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현저히 다른 방
식으로 수행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도 전쟁의 양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
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 이르러 TV등의 대중 미디어가 전쟁을 미국의 안방으로 옮김으로서 베트남 현지에서
의 실제 전쟁이 수행됨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정부에 대항한 반전 여론이라는 제2전선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결정적
인 공헌을 했으며 베트남전의 성격을 정치전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
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항공 및 기타 운송수
단의 급격한 발달이 의미 있는 기술의 변화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늘날의 기술의 발달은 21세기 초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파괴와 살육 즉 전쟁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투입변수가 되고 있다(Reed, 2008).
기존의 현실 공간에 사이버 공간이 추가되면서 4차원의 전투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진행된 급격한
정보통신, 운송 수단 등의 기술의 발달은 통합적으로 5세대 전쟁이라는 오늘날의 전쟁 양식을 만들어 냈다(Reed,
2008). 이 5세대 전쟁은 역사상 존재했던 이전 세대의 전쟁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대체로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위해서는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전투 집단을 어떻게 수송하고, 보급하며,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
고, 기타의 필수품들을 지원할 것인가의 직접적인 결전을 지원하는 비전투 부문에서의 병참에 관련된 문제가2) 주
요한 승리의 키워드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3)이라고 불리는 적의 급소를 타격함으
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이 무게 중심에 전투 집단을 어떻게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달시킬 것이
며 그 이동과 이후의 결전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간주된다.
결전에서의 승리는 공간과 시간과 힘의 총량인 에너지가 통합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적의 무게 중심을 타
격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의 에너지 또는 파괴력을 빠른 시간 내에 같은 공간으로 집중하는 능력 여부에 따라
적과의 결전에서 승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결전을 치르는 전투 집단의 파괴력의 크기는 에너지에 해
당하며 이러한 에너지를 적의 무게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에 빠른 시간 내에 집결시킬 수 있는 능력
과 그 과정에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전투이외의 기타 수송, 정보, 보급, 지원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체
로 적의 무게중심과 아군의 비전투 지원 능력은 반비례관계에 있는데 무게 중심이 멀리 있거나 복수로 존재하여
이에 도달하여 파괴시키는데 필요한 거리와 시간이 커질수록 비전투 지원의 비용과 능력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존의 4세대까지의 전쟁은 이러한 비전투 지원과 동원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 단위
로 한정되어 전쟁의 수행 주체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과 정보 통신 및 운송 기술의 급격
한 발달은 이러한 비전투 지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인터넷을 통해 공격 대상의 정
찰과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고, 국제 금융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자금의 조달과 송금,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전투원
의 채용과 프로파간다의 확산, 무기의 조달과 훈련, 그리고 민간 운송 수단을 통한 전투 집단의 빠른 전개 등이
가능해지면서 적의 다양한 무게중심에 대한 타격이 용이해졌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전투 지원의 경비와 노력 역시
현저히 감소하였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2).4)
2) 여기서 병참의 문제는 실제 파괴 행위를 하는 전투행위 이외의 이를 지원하는 정보, 군수, 병기, 보급, 병력 수송 등의 제반 문제 등을 모
두 포함한다.
3) 여기서 무게 중심이란 전쟁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가져올 정도의 적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의 예로는 적의 수도, 지휘부, 주요 산
업시설, 전략적 요충지, 주력 전투 집단 등을 들 수 있다. 무엇이 가장 주요한 무게 중심인가 하는 것은 적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전쟁의 성격 등에 의해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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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교통·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비전투 지원의 장애가 해소되는 방식으로 5세대 전쟁
이 이행하게 되는 현상은 이러한 양식의 전쟁을 두 가지 면에서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먼저 비전
투 지원과 관련된 현저한 투입 비용의 감소는 전투 행위 또는 전쟁 비즈니스의 진입장벽을 현저하게 낮춤으로서
소규모의 가난한 국가 단위들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이나 마약 카르텔 등의 비국가 폭력·범죄 집단·행위자 네트워크
등이 보다 부유하고 강한 민족-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조건을 제공했다. 2001년 9.11테러와
2005년 7.7 런던 폭탄테러 등은 이러한 시각에서 전투 행위의 낮은 진입장벽이 가져온 21세기적 5세대 전쟁의 양
식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전투 지원문제의 해소는 전쟁의 무대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동일 전장화하
는 전쟁과 평화의 공간을 전일적으로 통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eed, 2008). 사이버 공간과 첨단 민간교통수단을
이용한 빠른 이동 등을 통해 비전투 지원의 문제가 해소됨으로서 이전처럼 적의 무게중심을 타격하기 위해 전투
집단이 파괴 수단을 소지한 체 국경을 넘어 무게 중심까지 물리적으로 도달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자연히
이러한 전투 집단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의 문제와 무게 중심의 타격 전에 공식적으로 적대의도를 노출해야하는
위험 부담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자신의 적대 의도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고도 타격하고자 하는 적의
무게 중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적의 무게 중심 가까이 있는 현지에서 전투 집단을 채용하고 이들에 대
한 훈련과 무기, 작전,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활동 자금까지도 인터넷이나 다른 진보된 통신 수단을 사용하
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Mendelsohn, 2005). 이러한 전장 환경 조건의 변화는 사실상 전 세계 어느
곳에 위치한 선제공격 의도자라도 자신의 전투 집단을 동원하여 실시간으로 세계의 어느 곳에 위치한 타격 대상
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곳 전 지구적 공간이 하나의 전장공간으로 통
합되는 방식으로 5세대 전쟁의 양식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1 >은 이러한 5세대적인 전쟁양식을 입체
적으로 보여주고자 디자인 되었다.
【그림 1】

politics 정치
violence 폭력
Religion/Ideology 종교/이념,
Knowledge/Technology 지식/기술
Society 사회
Economy 경제

Nation State Actors 민족국가 행위자들(정규군들),
Non State Actors 비국가 폭력 행위자들
(다양한 전사들: 해커들, 용병들, 조직범죄자들,
민병대테러리스트들, 폭력적 극단주의자들, NGO
활동가들)

4)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11년 10월 5-6일 양 일간 비엔나에서 열린 UNODC EGM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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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이듯 5세대 전쟁의 전 지구적 전장 환경은 정육면체의 6개의 바둑판으로 이루어진 3차원 입
체공간으로 그려진다. 5세대 전쟁 혹은 오늘날의 전쟁양식은 네트워크 전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5세대
전쟁 혹은 네트워크 전쟁은 Yun(2010, p.114-115)에 따르면 체스의 게임 양식이 아니라 바둑과 같은 게임의 양
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바둑의 게임 법칙처럼 네트워크상에서 영역을 세력 범위로 장악해 나가면서 전체 전장의
운명을 형성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형태의 전장에서는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kinetic전장 보다는 이러한
kinetic 전장의 결과로 영향을 받는 비폭력적인 부문의 non-kinetic전장이 전체 전장의 승패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그림 1>는 이러한 Yun(2010)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
를 제기한 Arquilla와 Ronfeldt(1996), 그리고 Reed(2008)의 주장을 통합하여 더욱 발전시킨 개념적 모형이다. 3
차원 공간에서 X, Y, Z의 세 개의 축이 그어지고 이 축을 따라 6개의 서로 다른 영역의 전장이 형성된다. X축은
실제 폭력과 살육이 벌어지는 violence의 전장과 이와 밀접히 연관된 정치권력(Politics)을 둘러싼 투쟁의 전장이
형성된다. Y축을 따라서는 부의 축적과 관련된 경제(economic)부문과 치안 질서의 서비스와 보건, 복지의 제공 등
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영향력의 확대와 관련된 society부문의 두 전장이 형성되며, Z축을 따라서는 종교적 믿음이
나

정치적

신념과

가치

등에

관련된

religion/ideology의

전장과

지식과

기술

부문과

연계된

knowledge/technology의 전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6개의 전장이 오늘날 21세기적 환경에서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하나의 전일적인(holistic) 전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정육면체 표면
과 내부에 걸쳐 광범위한 바둑판의 입체 선들이 그어지며 전쟁의 결과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영역들에서 누가 네
트워크 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장악해 나가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6개의 전장에서 오직 violence전
장만이 kinetic전장이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테러, 또는 암살이나 납치 등 폭력적 범죄로 나타나는 전통
적인 의미에서의 폭력적 싸움이 되며, 나머지 5개의 전장은 non-kinetic영역이 된다.5)
이러한 입체적 공간상의 전장에서 대체로 민족국가 행위자들의 결집세력과 테러세력이나 초국가범죄 행위자들
의 연합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무리들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6) 위의 그림에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점은 민족
국가 행위자들의 kinetic 또는 non-kinetic 활동 또는 행위자들을 의미하며 검은색으로 표시된 점은 비국가 폭력
행위자들의 kinetic 또는 non-kinetic 활동 또는 행위자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네트워크적인 전쟁의 공간에서 승리
는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쟁으로 간주되었던 violence부문의 승리와 직결되지 않는다. 오늘날 이러한
violence 부문의 전쟁은 국가단위들에 의해서는 군사적 작전·전투와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활동과 비밀제거활동, 또
는 법집행 기관(law-enforcement)에 의한 체포와 처벌을 통해 이루어진다. 폭력을 수반한 kinetic 전장에서의 승
리는 이 전장이 5개의 다른 차원의 non-kinetic전장들과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차원의 전장에서 네트워크 적으로 세력을 장악해나가는 식의 승리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전장의
승패여부와 무관하게 전개될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kinetic부문에서의 승리와 전체 전장에서의 패배가 함께
일어날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전쟁의 전략적 목표는 네트워크상의 노드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획득하고 점령해 나
가는 것(win one’s hearts and minds)이다. 이 과정을 통해 바둑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처럼 네트워크상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장악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전술적으로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조작, 프
로파간다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의 복합적 결과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

5) kinetic은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육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사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을 하겠다
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의도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협박/위협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non-kinetic의 경우는 이러한 kinetic 활동과 관
련되어 있는 모든 비폭력적인 활동들로 정의된다.
6) 물론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다. 북한의 경우는 민족국가 행위자이면서 마약거래와 무기밀매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부문에서 비국
가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국가 행위자들의 무리로 분류될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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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군사전략적 의미 : 사례분석
신흥군사안보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부상은 주요한 몇 가지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전략 독트린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진술은 지난 2-30년간 멕시코, 콜롬비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 세계 도처에서 나타났던 조직
범죄와 해적, 마약카르텔들의 폭력과 범죄활동의 사례들과 9.11테러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체첸
등에서 있었던 대테러 전쟁, 그리고 이후 시리아-이라크,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의 ISIS와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의 내전과 폭력행위들,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조지아,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서유럽 등지에서 나타났던
사이버 공격과 심리전 등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쟁으로 정의되
기 어려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전쟁 또는 충돌의 사례들은 근대전쟁에서 주요한 특성들과는 다른 어떤 특성들
을 가진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전통적 전쟁의 군사 전략적 독트린과
는 다른 어떤 특성들을 가지는지 살펴본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존의 전쟁과 군사전략과 같은 개념의 정의가 갖는 교조적(dogmatic) 접근을 극복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테러와 해킹, 조직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폭력적 충돌의 사례들에서, 그것들을
전쟁이라 부르건 아니면 범죄나 충돌, 또는 테러리즘이라고 부르건 관계없이, 한쪽과 다른 한쪽의 의지(will)와 이
해관계(interests)가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의지와 이해관
계들의 충돌 현상을 보다 실존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전쟁과 군사전략에 대한 전
통적 정의를 넘어서 이러한 개념을 의지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보다 실존적인 의미로 다룬다. 최근 2-30년간
의 테러전쟁, 마약전쟁, 조직범죄집단들의 전쟁, 해적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격들의 사례는 어떤 측면에서는 앞으
로 다가오는 시대의 미래전쟁의 모습들과 특성들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된다.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가
지는 특성들을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래전쟁의 특성과 모습들을 그려보는 것은 다가올 폭력의 민주화
시대에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평범한 개인들(경제인간들)의 안보를 보장하는데 주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조
직범죄집단과 해커, 테러집단들과 같은 비국가 폭력행위자가 국가행위자를 상대로 주요한 전쟁의 상대방이 되는
마약전쟁, 조직범죄전쟁, 해적행위, 테러전쟁, 그리고 사이버 전쟁 등이 함의하는 주요한 몇 가지 군사전략적 사항
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쟁의 승패는 군사적(kinetic) 결전과 비군사적(non-kinetic) 활동의 통합적 결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다. 즉, 이는 전장에서 직접적인 폭력이 동원되는 군사적 결전의 승리의 결과가 전체 전쟁의 승리로 반드시 이어
지지는 않으며, 따라서 군사적 결전에서의 열세를 심리공작, 정보조작, 경제침해, 사회적 영향력의 행사, 정치적 개
입, 여론선동 등의 여러 비군사적 활동의 우세에 의해 상쇄하고 전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전쟁에서는 군사적 결전과 여러 비군사적 충돌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흥미
로운 점은 이러한 전략적 인식이 군사안보전략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국가들인 미국과 러시아 모두에
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기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대테러 전쟁의 경험을 통한 학습의 결과로 이러한 전
략인식이 제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리드
(Reed)의 5세대 전쟁이론이다(Reed, 2008). 그에 따르면, 전쟁은 선과 열(Line and Column)의 키네틱 힘(Kinetic
Force: 군사결전)이 중심이었던 1세대 전쟁(나폴레옹 전쟁)과 참호(Trench)전의 키네틱 힘이 중심이었던 2세대 전
쟁(1차 대전), 기동(Maneuver)전의 키네틱 힘이 중심이었던 3세대 전쟁(2차 대전), 무장세력(Insurgent) 전쟁의 정
치적 힘(Political Force)이 중심이었던 4세대 전쟁(베트남 전쟁)을 거쳐 무제한(unrestricted) 전쟁의 키네틱과 비키
네틱(Non-kinetic) 힘이 결합된 5세대 전쟁(대테러 전쟁)으로 발전해왔다(Reed, 2008, pp. 691). 이전 세대의 전
쟁과 차별되는 5세대 전쟁의 두드러진 특성은 현대 군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현대 군대의 복합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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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계화된 군사력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역할은 보다 제한적이 되었다(Reed, 2008, pp. 701). 이
는 5세대 전쟁의 승패가 현대 군대에 의한 폭력적 결전(kinetic battle)의 결과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프로파간
다, 경제나 복지부문 등과 같은 전쟁을 둘러싼 여타 비폭력적 비키네틱 부문(non-kinetic battle)에서의 결과와 더
해진 전체적인 결과의 총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Reed는 키네틱 부문을 물리적 영역(Physical Domain)으로
비키네틱 부문을 정보 영역(Information Domain),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 그리고 사회 영역(Social
Domain)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우월한 진영(Superior Opponent: 국가 행위자)이 물리적 영역에서 우세한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성과가 다른 비키네틱 영역들에서 열등한 진영(Inferior Opponent: 비국가 행위자)가 거둔
승리들에 의해 상쇄될 수 있고 결국은 열등한 진영이 전체적인 상대적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Reed, 2008, pp.
703).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미군과 다국적군이 폭력적 결전에서는 알카에다와 이슬람 테러조직들
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키네틱 부문에서의 승리는 비키네틱 부문에서 거둔 이들 테러세력
들의 성과로 그 결과가 상쇄된다. 결론적으로 Reed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대테러 전쟁에서 그다
지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이 5세대 전쟁의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ed, 2008).
러시아 역시 게라시모프 독트린에서 거의 유사한 전략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2013년 2월에 발표된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러시아의 군사 전략가이자 현 러시아 연방군 참모총장인 발레리 바실리예비치 게라시모프(Valery
Vasilyevich Gerasimov)의 이름을 딴 것이다. 게라시모프 독트린에 따르면, 전쟁의 규칙들이 바뀌었다. 따라서 해
킹과 언론조작, 사이버 공격, 프로파간다, 선전여론전, 경제봉쇄, 외교정책 등의 비군사적 수단들이 전통적인 물리
적 군사적 수단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오늘날의 안보 갈등의 각 단계에는 일정 시기가 있으며 각 단계별 시기
에는 군사적이고 비군사적인 힘이 함께 포함된다.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오늘날 전쟁의 다음과 같은 핵심적 사안들
을 지적한다. 첫째, 갈등은 점점 더 정보와 다른 비군사적 수단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비밀 작전과 비정규
병력은 점점 더 정보 충돌 또는 정보 전쟁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전략적(strategic), 작전적(operational), 그
리고 전술적(tactical) 수준들과 공격과 방어 활동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넷째, 정보무기들은 적의 이점들
을 상쇄시키고 적 영토의 전반에 걸쳐 저항 전선의 형성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비대칭 작전들을 가능하게 한다. 다
섯째, 정보 충돌 또는 정보 전쟁은 적의 전투 능력을 떨어뜨리는 기회를 만들어 낸다.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러시
아가 21세기 전쟁에서 새로운 군사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태세인 공격적 방어전략(Offensive-Defense)으로 전환했다. 분명한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활동과 경제봉쇄 등을 포함한 비군사적 또는 비전쟁적 수단을 이용한 선제공격을 시작하며 러
시아 군이나 러시아 연방정부의 책임여부를 묻기 어렵도록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을 프록시 병력으로 활용한다. 특
히 자발적 애국심으로 동기화된 해커들이나 금전적 동기를 가진 사이버 범죄자들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군이
나 국가의 에이전트로 볼 수 없는 다양한 프록시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주요한 공격의 첨병으로 활용한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군과 민간의 경계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비전쟁적 수단과 전쟁수단의
적정 비율을 4:1 정도로 제시한다(Medvedev, 2015: 61-64).
다음으로, 전쟁(폭력적 충돌)과 비즈니스(부의 창출)는 점점 더 긴밀히 연계되며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근대전쟁은 기본적으로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를 소모한다. 따라서 전쟁의 규모와 기간이 증가할수록 전쟁
에 참여한 국가의 부는 역으로 감소된다. 대테러 전쟁과 마약전쟁에서도 국가행위자의 전쟁은 여전이 이러한 폭력
행사와 부의 창출 간의 역의 관계 법칙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테러세력이나 조직범죄집단, 그리고 해커들은 폭
력행사 자체가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된다. 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약탈무장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테러공격,
그리고 범죄행위는 그 자체로 더 많은 지지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거나, 마약거래나 불법이민 등과 같은 범죄사업
을 창출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절도나 강탈 등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범죄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의 테러, 범죄, 해커 집단들이 과거 전근대 시기의 유목전사들이나 해적들과 같
은 약탈무장집단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목전사들은 정주문명의 군대와는 달리 전쟁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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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자유로웠다. 오히려 이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약탈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주요한 수당이 되었다.
17-18세기 카리브해를 누볐던 해적들 역시 폭력 행위를 통한 약탈은 부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수단이었다. 흥
미롭게도 이러한 특성이 최근 테러집단과 조직범죄집단, 그리고 해커들에게서 관찰된다.
예를 들면, RAND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ISIS의 총 재정의 단지 5% 만이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으로부터 조달되었다. 반면 재정의 20% 정도는 납치와 강탈, 강도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조달되었다
(Jones, 2014). 2014년 6월 모술지역 점령 당시 모술중앙은행에서 약 4억 2900만 US 달러를 약탈한 것으로 추정
되며, 이외에도 모술지역 다른 은행들에서 현금과 금 등을 강탈하여 수백만 달러를 더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Lister, 2014). 시리아 원유지역에서 원유를 빼내 밀거래하고, 해당 지역의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밀거래
하여 얻어낸 수익금 역시 또 다른 재정충당의 자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Fisher, 2014). 오늘날의 해적행위 역시
매우 조직적이며 기업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소말리아 해적은 여러 범죄세력과 소말리아의 부족단위
세력들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들이 서로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된 사업이다(Gilpin, 2009; The Economics of
Piracy, 2011). 보고에 따르면, 두바이에 있는 부유한 비즈니스맨들이나 부호들이 소말리아 해적산업에 자금을 투
자하고 해적활동을 통해 번 수익에서 이윤을 획득한다(The Economics of Piracy, 2011). 해적활동과 연계된 막대
한 액수의 이익은 부족세력들과 범죄세력들, 그리고 테러세력들과 같은 이질적인 무장 세력들을 하나로 묶는다
(Hunter, 2008).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과 지역 마약거래조직 간의 연대가 나타난다. 탈레반 세력의 상당 정
도의 테러자금은 마약거래로부터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rwari & Crews, 2008).
하지만 최근의 시리아 난민과 관련된 테러조직과 조직범죄집단 사이의 폭력을 통한 부의 창출의 연계 사례는
그러한 연계가 보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ISIS는 시리아 지역의 시민들 특히 그들이 인피델
(infidel)이라고 부르는 비무슬림들에 대한 계산된 공격(deliberate attacks)을 시도하여 이들을 강요된 이주(forced
migration)로 내몬다. 동시에 ISIS는 세계 도처의 다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ISIS 점령하의 칼리프 국가(the
Caliphate)로 이주해 오도록 선전한다. 이로 인해 인피델들의 시리아로부터 나가는(out-bound) 불법이민과 무슬림
들이 시리아로 들어오는 (in-bound) 불법이민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불법이민 사업을 주
도하는 조직범죄집단이 이 불법이민 사업을 운용하며 이들은 ISIS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ISIS는 이들 불법이민
범죄조직들의 사업 수익에 세금(tax)을 매겨 자신들의 재정수입을 확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ISIS는 이 범죄조직
이 운용하는 불법이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전투원을 유럽 등지로 보내 그 곳에서 테러거점을 확보하거나
테러공격을 실행하는 병력 이동의 통로로 활용하기도 한다(Schmid, 2016).
마카렌코(Makarenko, 2004)는 이러한 현상을 범죄-테러의 결합(Crime-Terror Nexus)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그녀에 따르면, 테러집단은 정치 또는 사회권력을 추구하기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자원이나 자금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냉전 시기와 같이 국가 행위자로부터 자금이나 물자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약거래, 인
질납치, 무기밀매, 인신매매, 보호세의 강압적 징수, 해적활동 등과 같은 불법적 범죄행위를 통해 그러한 자금이나
물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 범죄집단의 경우 자신들의 불법사업과 불법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의
보호를 위해 국가 공권력의 약화와 테러세력에 의한 물리적 보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양 측의 이해관계
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테러와 범죄가 융합하는 수렴현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손체보 마피아 그룹과 알카에다가 연대하거나 헤즈볼라(Hezbollah)와 남미의 마약카르텔이 연대하는 것
처럼 테러와 조직범죄의 두 당사자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Daly, Parachini, & Rosenau, 2005:
16-19; Turbiville, Jr., 2004: 3-9; Wannenburg, 2003: 4-5), 콜롬비아의 테러조직인 FACR의 경우와 같이 테
러조직이 범죄조직의 성격으로 옮겨가거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경우처럼 범죄조직이 테러조직 화하는 경우로 나
타나기도 한다(Hestermann, 2013: 133-163).
셋째, 전쟁의 주역이 다시 징집된 국민군에서 프로페셔널 직업 전사(warrior)로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테
러전쟁과 마약전쟁, 해적행위, 그리고 사이버 전쟁은 폭력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폭력전문가들 간의 전쟁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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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엘리트 군인과 정보요원들, 경찰들, 민간 보안회사 직원들, 민간 전문가들, 전문테러전투원들, 마약조직의 용병
들, 해커들을 포함하다. 징집되거나 자원한 아마추어 전투원들의 대규모 결전을 특성으로 하는 근대전쟁은 다시
전사적 영웅주의 등을 하위문화로 공유하는 폭력전문가들의 배타적 비즈니스로, 보다 은밀한 소규모의 결전으로
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전투원들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부족전사들은 근대적 개념의 국가
의 조직화된 상비군이 아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외부의 적과 싸우는 싸움의 방법과 방식을 채득하고 있으
며, 전시에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준비되어 있고, 비정규적이고 비정통적인 싸움의 형태와 관련된 전통적 개념들
을 숙지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전투 경험과 기술은 자기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며 동료집단 내에서의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다(Shultz Jr. & Dew, 2006: 262). 사이버 용병들이나 해커들 역시
목적에 따라 특화되어 있으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자기정체성과 하위문화를 공유한다. 이들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공유하며 적과 동지의 뚜렷한 경계선이 없다. 사이버 공간의 회색시장에서는 사이버
용병과 해커들이 자신과 자신의 기술을 팔고 있다. 이들을 NSA의 TAO(Tailored Access Operations: 특수목적접
근작전)팀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유닛 61398, 그리고 러시아 GRU와 연계된 APT 28과 APT 29의 사례 등에
서 보듯 근대적인 의미의 상비군으로 보기는 어렵다(해리스, 2014: 59, 134, 179-208).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도
브레인(Brain), 머슬(Muscle), 그리고 긱스(Geeks)의 세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브레인은 바다를 잘 알고 항해술에
능한 전직 어부들이다. 이들은 해상 인질납치와 관련된 작전 전반에 전문적 지식을 제공한다. 머슬은 전직 반군들
로 구성된 용병들이다. 이들은 소말리아 내전에 무장전사로 참전한 경험이 있어 무기사용과 전투에 숙련되어 있
다. 마지막으로 긱스는 기술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컴퓨터를 다루거나 하이테크(high-tech) 장비인 위성전화, 지리
위치정보 장비나 각종 군사장비 들을 다루면서 해적행위를 지원한다(Hunter, 2008). 한편 확보된 인질과 관련된
사후 인질협상은 전문 협상자들이 몸값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7) 이에 맞서는 특수작전 부대원이나 정보
기관 요원들, 경찰 특수요원들, 그리고 민간보안전문가들이나 인질협상전문가들 역시 고도로 훈련되고 숙련된 경
험을 갖추고, 독특한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전문 직업전사들로 이루어진다.8)
넷째, 전투원의 충원은 반드시 국적 또는 국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은 특히 테러집단이나 범
죄조직들, 그리고 해커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전투원들은 다양한 국적의 시민들을 포
함한다. 그들은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에 대한 열망 또는 금전적 수입, 모험, 매력적인 이성과의 로맨틱한 결혼,
직업과 주거의 보장 등과 같은 다양한 동기로 자신들의 국적과 관련 없이 전장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ISIS와 알
누스라 등 다양한 시리아 지역 이슬람 무장집단에 참여하는 해외 전투원들(foreign fighters)은 다양한 인종과 민
족, 그리고 국적의 배경을 가진다. 2015년 평가에 따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요르단(인구 5,300명당 1명), 레바
논(인구 6,500명당 1명), 튀니지(인구 7,300명당 1명), 사우디 아리비아(인구 18,200명당 1명), 모로코(인구 22,000
명당 1명) 등지에서 ISIS에 참여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인구 72,000명당 1명), 키르기스스탄(인구
56,000명당 1명), 타지키스탄(인구 40,000명당 1명), 우즈베키스탄(인구 58,000명당 1명),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인구 14,000명당 1명) 등지에서 ISIS에 해외 전투원으로 가담하였다(Lynch III, Bouffard, King, & Vickowski,
2016). 2018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40,000명 이상의 해외 전투원들이 시리아-이라크 지역에 각종 무장 단체에
가담하였다. 이들의 출신은 중동 & 북아프리카, 러시아 &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태평양, 남아시아, 북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 남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을 포함한다(Institute for
Economcis & Peace, 2018). 한국에서도 몇 년 전 김 군의 ISIS 가담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이 지역 무장단체들에
대한 가담사례가 있다. 범죄조직들과 해커들은 대체로 금전적인 동기로 범죄단체를 위해 또는 스스로를 위해 공격
또는 범죄행위에 기꺼이 참여한다. 이들 역시 다양한 국적의 출신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돈(money)이라는 이념적
7) 필자는 2018년 4-5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있었던 CCI(Crisis Consulting International) 인질사건 위기관리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
내용은 그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 중 일부이다.
8) 필자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의 다수의 여러 정보기관 요원들과 경찰들, 그리고 특수작전 부대원과 참전 군인들을 만나 인터뷰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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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ideology)와 잔인한 폭력(brutal violence)이라는 전술(tactic), 그리고 돈(money)과 힘(power)과, 통제
(control)라는 목표(goals)와 같은 공통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이질적이다. 이러한 공통의 키워드는 이들 다양한 출
신과 국적과 배경의 범죄조직과 해커들을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하나의 조율된 행위자로 국가행위자에 대항하게 만
든다(Hesterman, 2013: 134-138).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은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기초로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의
군대를 위해 동원되며 국가별 구분에 의해 폭력적 충돌이 벌어지는 근대전쟁의 양상과는 다르다.
전투원의 충원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역시 국가의 상비군과 테러조직, 범죄조직, 해커집단의 조직원들 사이
에서 두드러진다. 전자는 국가의 상층 지도부에서 자국의 국민들을 동원하는 톱다운(top-down)의 방식을 취한다.
이 때 해당 국가의 지도부는 병력동원과 관련된 동원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국 내의 인구를 대상으로 전투원
을 충원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대체로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테러집단이나 범죄조직에 가담하거
나 해커가 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인력충원 과정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기-동기화
(self-motivation)와 자발성이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ISIS 해외전투원들의 경우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이
나 SNS 등을 통해 이슬람 근본주의로 급진화·극단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슬람 근본주
의 영상과 출판물 등을 찾아 읽거나 시청하고 또 자발적으로 근본주의 커뮤니티에 가담하여 스스로를 극단화시킨
다. 이후 ISIS 가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행 조력자를 접촉하여 도움을 받거나 웹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여행루
트와 방법, 국경을 넘는 방법, 여행 관련 준비물들, 감시를 피하는 방법 등을 찾아 ISIS에 가담한다(윤민우, 2016a,
pp. 176). 자생테러리스트(home-grown terrorists)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자신
이 속한 사회에서 스스로 극단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스스로 극단주의에 대한 이념적 지향성을 획득하고 또한 테
러공격방법을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테러 공격에 참여한다. 이 때 테러공격을 위한 무기와 도구
역시 온라인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준비하여 공격에 이용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기
초한 전투원의 충원은 범죄조직원과 해커들에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충원방식에 있어 국가행위자의 전
통적 전투원과 비국가 행위자의 전투원들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다섯째, 전투원의 충성(loyalty)의 대상이 반드시 국가, 애국심, 민족주의 등을 향하지 않는다. 근대전쟁은 민족
주의와 애국심을 토대로 전투원의 충성심이 자신이 속한 국가를 향해있다.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강렬
한 귀속감과 사랑, 민족주의를 통한 다른 국민 구성원들과의 일체감과 연대의식 등이 국가의 전투원들에게 폭력
사용의 이유와 정당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투심리와 관련된 동원 메커니즘은 전투원이 폭력을 사용하도
록 하는 여러 심리적 동기화 경로 가운데 하나이다. 전투원들은 국가, 애국심, 민족주의 등 이외에 다른 동기와 정
당성에 의해 동기화되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그 자체가 가지는 매력과 즐거움, 중독성
등이 폭력 사용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테러전쟁과 마약전쟁, 범죄전쟁, 해적행위, 사이버 공격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 해커들과 같은 전투원의 충성의 대상 또는 이념적 기
반이 국가, 애국심, 민족주의 등과 관련이 없는 종교적 열정, 폭력사용에 대한 매력과 중독성, 금전적 이득, 범죄단
체나 테러조직과 같은 비국가 집단이나 조직,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충성과 연대감 등의 동기로도 얼마든지 폭력
수행자들의 결속과 집단정신(espirit de corps)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들의 이념적 가치와 충성의 대상은 돈(money)이다. 마약 거래가
창출하는 막대한 이윤은 이들 이질적인 범죄조직들과 조직의 가담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끈끈한 접착제의 역할
을 한다(Hesterman, 2013: 134-135). 하지만 모든 조직범죄의 구성원들이 돈으로만 결속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전통적 조직범죄 그룹의 구성원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범죄자들의 세계나 가족, 범죄단체, 전통에 대
한 충성과 소속감을 가장 최우선하는 이념적, 윤리적 가치로 받아들인다. 러시아 마피아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도
둑들의 세계(Vory v Zakone: Thieves in Law)의 일부는 자신들만의 도둑들의 규율에 따라 2차 대전 중 소련 군
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교도소에 남아있기를 선택했다. 이들에게 소련이라는 국가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대
상이며 자신들의 소속과 충성의 대상은 도둑들의 세계와 규율 그 자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Varese, 200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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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전통적 조직범죄인 마피아(Mafia)와 드랑게타(’Ndrangheta), 그리고 카모라(Camora) 등도 역시 자신
들이 속한 가족(famiglia)과 조직에 대한 전통과 규율,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이 가장 최우선한
다. 이는 중국의 삼합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Abadinsky, 2007).
알카에다와 ISIS 등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조직과 구성원들의 이념적 지향성과 충성의 대상은 이
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와 그것이 현실로 구현된 샤리아 신정 국가이다. 이들은 범죄조직들보다 한발 더 나아가 근
대 국민국가 그 자체를 신의 뜻에 반하는 이교적 행위와 그 결과물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신
이 인간에게 준 인간의 땅에 인위적으로 경계를 긋고 국민국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교적 행위이며 이슬람 율
법에 따른 샤리아 신정체제는 땅 끗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샤리아 신정국가에 의해 땅위의 모든 인
류가 다스려져야 한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근대 민족주의와 애국심, 국민국가 등은 신성모독이며 부정되고 제거되
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슬람 극단주의 글로벌 지하디즘은 여러 국가를 초월하는 글로벌 차원에서 샤리아 신
정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 알카에다와 ISIS는 이러한 흐름을 대변한다. 알카에다는 전지구적 범위에서 샤리아 신
정국가를 건설하려고 열망하며 그러한 궁극적 종착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에서는 현재
무슬림 국가들에서 세속정부를 몰아내고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역사상 이슬람 제국의 영토에 속
했던 지역을 다시 수복하고 그러한 지정학적 범위에서 유일한 샤리아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역에
는 현재의 이베리아 반도와 발칸반도, 필리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나머지 권역 즉 땅 끝까지
이슬람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교도와의 지하드(성전)는 지상에서 유일한 이슬람 샤리아 정체가 성립될
때 종결된다(The Third Jihad 2008). ISIS 역시 알카에다와 유사하게 글로벌 샤리아 신정국가를 목표로 한다. 이
는 ISIS가 애초의 명칭이었던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 즉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의 이슬람 국가
라는 의미에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생략하고 IS(Islamic State)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에서도 그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사고체계에 따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침투한 ISIS 지부를 ISIS 호라산(Khorasan)(파키
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합쳐서 지칭하는 지리적 명칭) 지방정부라고 명명한다(Jones, Dobbins, Byman,
Chivvis, Connable, Martini, Robinson, & Chandler 2017: 27-31). 이와 같은 글로벌 이슬람 지하디즘에 참여하
는 전투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나 민족 등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종교적 근본주의, 글로벌 신정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신이 속한 테러집단 그 자체에 대한 충성과 소속감이 가장 최우선 되는 이념적 가치이다.
핵티비즘과 관련된 다수의 해커들 역시 매우 이념적이다. 그들은 해킹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일(right
thing to do)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와 가난의 제거, 종교, 그리고 공정 무역 등과 같은 가치
를 믿으며 이러한 이념적 동기에 의해 핵티비즘 행위에 가담한다. 잘 알려진 핵티비스트 그룹인 어나니머스
(Anonymous)의 행동강령은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3 해커인 조지 호츠(George Hotz)에 대한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 소송들은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에 반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너희의 부
패한 비즈니스 행위는 소비자들이 선택의 방식으로 지불하고 정당하게 소유하는 생산물을 사용할 권리를 부정하는
기업 철학(corporate philosophy)의 지표이다.” 이러한 이념적 가치는 핵티비즘에 참여하는 해커들 커뮤니티에서
공유된다(Brown, 2013). 하지만 모든 해커들이 그와 같은 이념적 믿음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다수의 많은 해커들은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동기에 의해 동기화되기도 하고 종교적 극단주의나 또는 자
발적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인종주의에 의해 동기화되기도 한다.
여섯째, 전쟁의 개념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죄-테러-전쟁의 통합 또는 융합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근대전쟁은 전쟁과 테러, 그리고 범죄 사이의 어떤 분명한 개념(conception)과 영역(domain)의 구분을 전제
로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정통적인(conventional) 구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해지고 불명확해지고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이와 같은 전쟁 또는 전투에 참여하는 폭력수행자들 역시 점점 더 그 구분이 모
호해지고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전쟁이 제네바 협정 3조에 의해 인정되는 합법적 전투원에 의해 주
로 수행되었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이 보다 훨씬 다양하고 이질적인 참여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참고로 제네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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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3조에 의해 인정되는 합법 전투원은 무장 충돌의 주체인 정규군의 구성원, 정규군에 통합된 밀리셔(militia), 자
원참전부대, 그리고 무장저항세력 등이다. 이들은 ➀ 부하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해 명령되고 통솔되어야
하며, ➁ 멀리에서 인식할만한 고정되고 두드러지는 표식을 가져야 하며, ➂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해야 하며,
그리고 ➃ 전쟁법과 관습법과 합치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윤민우, 2016b, pp. 190-191). 하지만 최근 나타나
는 테러공격과 범죄조직의 폭력행위, 그리고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 또는 사이버 전쟁 등은 이러한 전통적 개
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인식하는 전쟁에 해당하는 지하드(jihad)는 이슬람을 위한 모든 물리적, 정신
적 투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탈근대적 또는 반근대적이며 근대적 개념의 전쟁을 포함하는 보다 융합
적이고 초월적인 개념이다. 이는 오히려 모든 형태의 투쟁(struggle)의 개념에 좀 더 부합된다. 정규군이나 무장게
릴라를 통한 무력충돌 뿐만 아니라 자살폭탄테러, 차량돌진테러, 무차별 살인(random killing), 인질납치, 암살, 사
이버 공격 등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가 다 지하드에 포함된다(윤민우, 2017, pp. 59-60). 인신매매, 마약 밀거래,
무장 강도, 산업과 금융의 이슬람화(Islamization)를 통한 경제침투 등의 범죄 행위 역시 이교도를 공격하거나 대
이교도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지하드로 해석된다. 이들은 이를 경제적 지하드(economic jihad)라고 부른다
(Gaubatz & Sperry, 2009, pp. 292-298). 결혼을 통한 배우자의 개종, 미디어 선전전, 문화적 활동, 논쟁 등 모
든 형태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평화적 합법적 활동 역시 지하드 범위에 포함된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은 이교도들에 대한 이슬람 정복전쟁을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한다. 그것들은 총과 혀와 성기이다. 총은
여기서 정규전이나 무장봉기(insurgency), 그리고 테러리즘 등의 폭력적 방식에 의한 성전의 수행을 의미한다. 혀
는 이슬람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전파, 확산, 그리고 프로파간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사상적,
이념적 침투와 확산을 통해서도 성전을 수행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성기는 결혼과 출산, 이주 등을 통한 인구
증가를 통해 이교도들을 수에서 압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이슬람 확산과 정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때문
에 이들에게는 결혼과 출산, 이민과 이주 등도 전쟁 수행의 한 수단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전쟁은 근대전
쟁의 개념과는 다르며 폭력적, 비폭력적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윤민우, 2017, pp. 59-60).
조직범죄 역시 국가 간 적대행위 또는 관점에 따라서는 전쟁행위의 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조직범죄집단은 공격적 정책수행의 첨병으로 이용된다. 대만의 범죄조직 가운데 하나인 죽
련방(Bamboo Union gang)이 친 중국적 이념 지향성을 가지며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 Ministry of
State Security)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MSS는 중국 푸지안(Fujian) 지방 샤멘
(Xiamen)에 정지 전쟁과 비밀 에스피오나지 활동을 위한 정보작전센터(an intelligence center for political
warfare and covert espionage activities)를 설치하고 대만에 있는 죽련방과 사해방(Four Seas)을 포함한 조직범죄
그룹들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조직범죄 그룹들은 마약밀거래와 인신매매, 불법이민, 도박 등과 같은 불법사업뿐만
아니라 해운사업, IT 사업 등과 같은 합법사업 등에서도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카
리브해의 벨리즈와 파나마를 포함하여 대만과, 홍통, 싱가포르와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광범위한 지
정학적 권역에 걸쳐있다. 이러한 조직범죄 활동은 중국이 홍콩, 대만 등에 대해 프락시(proxy) 전쟁을 수행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중국은 현재 비치명적 수단들인(non-lethal means) 심리적, 외교적, 프로파간다와 정보전쟁을 수
행하고 있으며, 적절한 때가 되면, 대규모 군사적 상륙공격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미래전쟁에서 범죄
조직들과 중국이 통제하는 기업들, 중국 유학생들과 중국 관광객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군사침공을 지원하는 많은
가능한 전복(subversive) 그룹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Kastner, 2017).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한국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나 해운업, 부동산과 금융부문 등에 침투하는 중국계 자본과 기술들
이 이 범죄조직과 그 뒤에 있는 중국의 MSS 비밀공작과 관련이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커들 역시 국가 간 적대행위 또는 전쟁행위의 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은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결전과는 다른 방식의 전쟁이다. 2016년 미국 대선과정에서 러시아는 해킹툴과 봇넷 그리고 트롤들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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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공공의 믿음을 훼손하고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민주당
후보의 이미지를 공격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미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 정부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지베어(CozyBear)(APT 29)와 팬시베어
(FancyBear)(APT 28)는 각각 DNC(Domocratic National Committee) 네트워크와 힐러리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DC Leaks와 WikiLeaks 등의 폭로전문 웹사이트와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뉴욕 타임즈, 그리
고 워싱턴포스트 등의 저명한 미디어 등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버니 샌더스보다 힐러리 클린턴을 더 대통령후
보로 선호한다는 사실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폭로함으로서 후보선출의 정당성을 훼손시켰고 힐러리가 국무장
관 재임 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정부문서를 처리했다는 사실 역시 폭로하여 힐러리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PT 28과 APT 29는 러시아 군정보기관인 GRU(Glavnoje Razvedyvatelnoje
Upravlenije)의 통제를 받는 프락시로 이용되었다고 믿어진다(윤민우, 2018, pp. 97-98). 러시아 FSB(Federalinaya
Sluzhba Bezopasnosti)(연방보안국) 역시 산하 부서로 정보안보센터(Center for Information Security)를 두고 이
조직이 범죄자들과 해커들을 이용한 작전을 수행한다.
러시아의 사례에서 관찰되는 사이버 상에서의 이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침해행위 는 사이버 심리전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리 침해행위는 범죄로 비쳐질 수도 있으며 동시에 테러 또는 전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 그리고 사이버 전쟁을 구분하는 경계는 모호하다. 예를 들면
2014-2015년 러시아 해커들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이러한 구분의 모호성을 보여준다. 2014-2015년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공격은 대표적인 사이버 전쟁의 한 사례로 간주된다. 하지만 실제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 주체인 민간
인 해커들은 애국적인 핵티비스트들이었다. 이들은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공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다른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에서 이들 민간인 해커들을 전략적으로 동원하여 러시아
군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략적으로 결합시켰다고 한다(Connell & Vogler, 2017: 19-22). 이러한 사례
는 사이버 전쟁이 갖는 모호성과 복잡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록 전통적인 전쟁개념과는 다르지만 사이버 상에서
의 심리공격이 특정 국가나 해당 국가의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이버 심리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심리공격은 범죄-테러-전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복잡성을 띤다.
러시아는 따라서 최근 들어 전쟁의 개념을 기존의 전쟁개념과는 달리 보다 다른 융합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
향이 있다. 러시아는 미국-서방과 달리 독자적으로 사이버(cyber)와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를 인식하고 접근한
다. 러시아는 사이버 또는 인터넷 공간과 기반시설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과 관련된 안보 또는 보안문제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라 지칭하는 미국-서방과 달리 ‘정보안보(information security: инф
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정보안보는 ‘정보공간에서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은 위협에 대응하거나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미국과 서방이 사이버 위
협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악성코드나 기술적 침해를 통한 위협(러시아의 개념
정의로는 정보-기술위협)으로 한정해서 이해하는데 반해 러시아는 정보-기술 위협에 더불어 인터넷 공간에서 유
통되는 정보자체를 위협(content as threat)으로 인식하여 정보 내용 자체와 관련된 위협 역시 정보전쟁으로 정의
한다(양정윤·박상돈·김소정, 2018: 134). 러시아 역시 서방과 마찬가지로 사이버(cyber: кибер)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만 주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кибератак)이나 사이버 범죄(cyber crime: киберпре

ступности)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한다(Кучерявый, 2014). 반면, 러
시아는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라는 용어 보다 정보안보(information security)라는 용어를 더욱 일반적으로 사
용한다. 바꾸어 말하면, 러시아는 전략이나 정책, 시스템, 법률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이버 안보나 보안관련 내용
들을 다룰 때에는 정보안보(information security: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나 정보
전쟁(information war: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война), 정보공간(information sphere: информа
ционной сфере)이라는 개념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미국-서방의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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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전쟁(cyber warfare), 사이버 공간(cyber space)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된다(Кучерявый, 2014;
Черных, 2017: 191-199). 통상적으로 러시아의 정보전쟁(information war)은 미국-서방의 사이버 전쟁
(cyber war)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러시아의 정보 전쟁이 개념적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융합적
이다. 러시아는 정보전쟁과 관련된 용어로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война(information war)와 инф
ормационное противоборство(information confrontation 또는 information counter
struggle)를 함께 사용하는데 러시아 사이버 전략에 대한 다수의 서방 연구에서 이 두 개념 모두를 정보전쟁
(information war)으로 번역해서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정보전쟁 개념을 군사적인 공격과 방어의 성격으
로 이해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러시아는 정보전쟁(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война)과 정보충돌(инфо
рмационное противоборство)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러시아의 이론적 사고는
정보충돌을 4개의 하위유형으로 단계별로 분류한다. 이는 ➀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 мирное со
существование), ➁ 이해관계들의 갈등(conflict of interests: столкновение интере
сов) 또는 계속되는 자연적 경쟁관계(continuous natural rivalry: непрерывное естественн
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➂ 무장 충돌(armed confrontation: вооруженное противос
тояние), ➃ 전쟁(war: война)이다. 러시아의 정보충돌(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противоб
орство)은 전쟁(война) 또는 전쟁 시기(wartime)에 국한되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이해갈등과 충돌이 격
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Kukkola, Ristolainen, & Nikkarila, 2017: 55; Черных, 2017: 194). 따
라서 러시아적 의미의 정보 전쟁에는 범죄-테러-심리공작-전쟁이 보다 융합적으로 녹아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전쟁은 반드시 두 적대세력간의 충돌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수의 다수에 대한
(many-against-many)” 전쟁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근대시대의 유목전사들은 두 적대 세력 간의 전쟁이 아니
라 다수의 서로 다른 부족 전사나 정주문명의 적대 세력들을 상대로 다자간 전쟁을 수행했다. 여기서 그들은 끊임
없이 변동하는 동맹과 적대관계와 폭력결전과 휴전을 계속했다. 군사적 결전과 폭력사용에 대한 심리적 위협, 공
포의 조장, 그리고 경제적 약탈 등의 다양한 폭력수단들이 적절하게 함께 사용되었다. 오늘날의 테러전쟁과 마약
전쟁, 조직범죄와 사이버 전쟁은 이러한 전근대 전쟁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한 미
군 해병대령은 이라크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전통적인 전쟁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라크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들은 자신들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반군들 사이의 양자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라크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은 이라크 내에 존재하는 여러 무장 부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다
수의 전선에서 다수의 적대세력들과 다수의 서로 다른 전투를 수행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9) ISIS를 둘러
싼 시리아 내전에서도 미국과 러시아, ISIS와 알카에다 계열의 알누스라,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 민병대, 그리고
터키까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다양한 참여자들이 다양한 전선을 형성하며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이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북부에서도 관찰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파키스탄, 탈레반과 ISIS
아프간 지부, 하카니 네트워크와, 위구르 계열의 ETIM(Eastern Turkestan Islamic Movement), 우즈벡 계열의
IMU(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와 IJU(Islamic Jihad Union), 그리고 여러 아프간 부족과 마약거래 조직
들, 아프간 정부군 등이 서로 뒤엉켜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면적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9) 필자는 2009년 5월 30일-6월 10일 사이에 John P. Williams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는 미 해병대 보병 대령으로 이라크 전에 참전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대응 128

IV. 미래전쟁과 전쟁전략
테러집단과 해커, 그리고 국제범죄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미래전쟁과 전쟁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개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전쟁은 다른 수단의 정치이고 정치는
결국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권력행위 즉 나의 의지를 다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의 의지
와 관련 없이 강요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를 가진다. 전쟁은 폭력수단(kinetic)을 이용한 군사결전이라면, 정치는 비
폭력적 수단(non-kinetic)을 이용한 심리적 강요와 설득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있었던 이
서로 다른 두 수단이 최근 들어 미래사회로 갈수록 점점 더 융합되고 개념적 구분이 사라지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전쟁과 정치는 국내적, 국외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타나
는 현상은 이러한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과 정치의 구분도 상대적으로 더 모호해지고 국내와
국외의 구분도 모호해지며, 동시에 공격(offense)과 방어(defense)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제기되는
정보전쟁, 정보충돌, 지하드(성전) 등의 개념은 전쟁의 이러한 근본적 정의에 대한 담론적 도전과 클라우제비츠적
인 의미에서의 전쟁과 정치의 융합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폭력적 수단(kinetic measure)을 통하건 비폭력
적 수단(non-kinetic measure)을 통하건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본질에서의 차이는 없다(클라우제비츠,
2010: 46). 기존의 군사적 결전에 의한 의지의 강요는 매우 큰 물질적,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
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비용-효과 면에서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테러와 조직범죄, 사이버 공격 등을 활용한
정밀타격(pin-point strike)이 선호된다. 이런 측면에서 테러리스트와 조직범죄자들과 해커들의 유용성과 영향력이
증대된다. 또한 국가 행위자들이 이러한 폭력 전문가들을 프락시로 활용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오늘날 테러전쟁과 마약전쟁, 사이버 전쟁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미래전쟁이 네트워크 전쟁의 형
태로 진화할 개연성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 전쟁에서 지리적 또는 공간적 거점 확보나 점령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는 주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어왔다. 하지만 미래전쟁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최근
나타나는 테러전쟁과 마약 또는 조직범죄전쟁, 사이버 전쟁 또는 정보전쟁 등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공간적 거점
의 장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전쟁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의식과
선호도, 매력, 또는 거래망, 또는 정보통신망과 기반설비,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상에서의 네트워크의 거점(hud) 확보이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상에서의 노드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마음과
정신(hearts and minds)을 점령해나가는 것이 지리적 거점을 점령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같은 맥락
에서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나 IoT(Internet of Things), 모바일 단말기나 SNS 계정 또는 웹사이트 들을 점령해 나
가거나 자금흐름의 주요 지점들(chocking points)을 장악하거나 정보흐름들을 봉쇄(information blockade)하는 것
등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보다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전쟁은 섬멸과 심리적 강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기존의 전쟁은 주로 지상군의 군
사결전과 거점 점령, 해군의 경제봉쇄, 그리고 공군의 전략폭력으로 이루어진다. 지상군의 군사결전은 적의 직접
섬멸을 통한 전쟁의 승리라는 전략적 목표를 가진다. 반면 해, 공군은 해상봉쇄와 전략폭력을 통해 적의 전쟁 의
지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서 전쟁의 승리라는 전략적 목표를 지향한다. 최근 나타나는 테러와 조직범죄, 그리고
사이버 공격은 이러한 전통적 섬멸과 심리적 강압이 보다 다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형 드론을 이용
하거나 IoT나 무인자동차 등의 사이버 해킹을 통한 선택적 공격, 범죄적 암살, 테러공격을 통한 적의 주요 인물이
나 대중들, 시설들에 대한 선택적 살인과 파괴를 통해 섬멸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
또는 Automated Adviser)를 통한 자본시장의 테러나 혼란, 가상화폐에 절취 등을 통한 경제적 침해, 가짜뉴스와
정보왜곡, 심리공작, 여론 조작, 선거개입 등을 통한 사회혼란의 야기 등을 통해 적의 의지를 해체하거나 심리적
강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테러와 조직범죄, 사이버 침해행위를 통해 가능해진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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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보다 다면화되고 개념적 구분은 모호해진다. 따라서 전쟁의 전선은 지상과 바다, 하늘 이외에 사이버와 우
주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며 전쟁의 승리는 이 다양한 전쟁 국면에서의 입체적
결과로 결정될 개연성이 있다.
전쟁을 구성하는 두 요소인 물리적(kinetic) 결전과 비물리적(non-kinetic) 활동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는 현상
이 나타난다. 전통적 전쟁에서는 물리적, 군사적 결전이 주가 되고 민사 심리전, 경제봉쇄 등의 여러 비물리적 활
동이 물리적 결전을 지원하는 보조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미래전쟁에서는 점차 이 비물리적 활동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보다 주요한 요소가 되고 군사적 결전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개연성이
있다. 적어도 최근의 테러전쟁과 마약전쟁, 해적행위, 그리고 사이버 침해행위들에서는 그러한 전조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미래전쟁은 물리적 결전과 비물리적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비물리
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주요한 변곡점이나 핵심적(critical) 사안에 대해 제한되고 통제된 물리적 결전이나 타격을
사용하는 매우 정제되고 계산된 방식으로 전쟁이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결전은 반
드시 정규군을 활용한 군사적 결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보기관이나 법집행 기관에 의한 작전이나 민간 프락
시를 활용한 공작, 그리고 소규모 특수작전 부대나 민간 용병들 사이버 전사들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 타
격을 포함한다.

IV. 맺음말
신흥군사안보에서 테러집단, 해커, 국제조직범죄 등의 비국가행위자가 부상하는 현상은 미래전쟁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알카에다나 ISIS, 해커들, 범죄조직들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
이 국가행위자들을 상대로 수행하는 폭력투쟁의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때 미래전쟁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특성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몇 가지 주요한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와 같은 테러집단과 해커, 그리고 국제범죄네트워크 행위자들이 각각 서로 단절되고 이질적인
국제질서나 해당 사회의 교란행위자에 불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서로 다른 행
위들에 관련되어 있지만 폭력 행위자 또는 레저 계급으로서의 특성을 공유한다. 이들은 전근대 사회의 기사와 사
무라이, 유목전사들, 용병들과 같은 사적 폭력행위자 또는 레저 계급과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최근 들어
나타나는 이들의 재부상을 보다 거시적인 역사발전과 전쟁양상의 본질적 패러다임 이동의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
요가 있다.
미래전쟁에서 이들 사적 폭력행위자들과 국가 행위자들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정립될 지는 여전히 열려진
의문(open-question)이다. 한편에서는 실패한 국가(the failed states)와 약한 국가(the weakening states)의 사례들
에서는 이러한 사적 폭력행위자들이 국가행위자들을 대체할 새로운 폭력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주로 아프가
니스탄과 중동,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와 멕시코 등지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다
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처럼 강한 국가의 프락시 전사로 사적 폭력 행위자들이 고용되는 것처럼 보
인다. 이 경우에는 국가 행위자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적 폭력 행위자들이 주요한 행위주체로 등장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사례처럼 국가 행위자 자체가 테러조직이자, 범죄조직 또는 해커조직의 성격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여기에서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는 하나로 수렴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건 미래전쟁에서 사적인
폭력행위자가 주요한 전쟁의 참여자로 등장할 것은 보다 분명해 보인다. 그와 함께 전쟁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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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이건 미래전쟁의 성격은 전통적인 근대전쟁의 그것에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쟁이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 거점의 확보와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전쟁은 개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획득
하고 통제하는 것(win hearts and minds)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보와 자금의 배포와 통제,
획득과 조작 등이 미래 전쟁에서 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결전의 전장
(theater)과 함께 사이버 전쟁 또는 사이버 충돌,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부문 등 여러 전장들(theaters)로 이루어
질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원칙들로 돌아가면 결국 전쟁은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물리적 또
는 키네틱 폭력을 사용함으로서 나의 의지를 강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폭력사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다 직
접적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를 조작함으로서 나의 의지를 강요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과 기술,
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강화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연결성은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직접적인 방식의 의지 강
요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각 개인들과 컴퓨터 단말기 또는 웹사이트나 SNS 등을 네트워
크의 노드로 본다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 거점 노드들의 마음과 정신, 의식을 얼마만큼 장악해 나가는 가가 미래
전쟁에 중요한 결전 방식이 될 개연성이 있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Wittes & Blum, 2015). 이는 기
존의 전쟁이 국가의 국방이나 군, 또는 안보 전담 기관에서 전담하고 주도하던 방식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때문에 기존의 국방·안보 전문기관을 포함하는 다수의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과 민간 개인들과 조직들이 모두 참여하여 분산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분산된 취약성을 줄여나가며
분산·확장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분산·확장 공격과 방어(the distributed and extended
offense and defense)에는 여러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존재가 필요하다. 흥
미로운 점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그러한 목표는 동일하나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러한 분산·확장 공격과 방어를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 주의로 표현한다. 이는 민간 주도로 국가·공
공기관이 지원하고 조율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는 국가·공공
기관 주도로 민간을 동원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두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정치
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공격-방
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이버 공간의 등장과 글로벌 연결성의 강화로 더욱 증대되
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키네틱, 비키네틱 활동을 통해 방어를 강화하는 공세적 방어
(offensive-defense)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산·확장 공격과 방어에서 사적 폭력행위자들은 주요한 위
협이 되거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에는 더 이상 국가행위자만이 보호자(guardian)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일한 주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가 아는 군사안보와 국가행위자의 역할과 전쟁의 모습은 인류사를 고찰할 때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이다. 이
는 근대라는 제한된 시간과 유럽과 북미, 유라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등과 같은 비교적 지리적으로 국가행위자가
잘 정착된 제한된 공간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미래사회에 예견되는 신흥 군사안보와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은 우
리가 익숙한 전쟁과 군사안보에 대한 상식과 고정관념을 넘어 미래전쟁에 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이 글은 그와
관련된 몇 가지 관찰점들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전쟁의 특징들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이
미래전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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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정보기관의 역할

함중영(한양대학교)
토론의 대상 발표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외 정보혁신 사례와 정책적 함의”라는 표제이다. 발표
자는 작금 코로나-19 판데믹 위기에 처한 국내외 환경에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보활동과 정보체계를 연구
하였고, 이러한 시대에 맞는 정보활동 기제의 능동적 변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자칫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에
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간 이후로 느껴져 혼선이 올 수 있겠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의 시기, 즉, 지금의 시
기로 이해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초국가적으로 만연하면서 국내외 정보활동의
환경은 대면접촉을 수단으로 하는 휴민트 보다는 비대면 수집이 가능한 기술정보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4차산
업의 대두에 따른 선제적 정보역량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비교적 선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이스
라엘, 영국의 최근 정보활동 혁신사례를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활동과 역량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언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0.12.1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 직무 중 하나인 대
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적으로는 30여 년간 몸담았던 조직의 업무가 축
소되고 그 역량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보여, 안타깝고 불쾌하기까지 하지만,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정보기
관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거시적 분위기 앞에서, 저항할만한 논리가 빈약해지는 현실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시대적 상황에서 냉철한 시각으로 해외 정보기관의 혁신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 우리 정보기관의 혁
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발표자는 해외 정보혁신 사례로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정보역량을 소개하고 각각의 변화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들 선진 정보기관의 주요 혁신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돋보이는데 국가정보의 통합과 정보공유 활성
화, 그리고 정보통제 및 정보감독 기능의 강화조치였다. 이 두 가지 변화의 틀을 국내 정보환경에 적용하여 분석
하여 본다면, 우리 국가정보기관도 정보기구의 조직적 변화가 요구되며, 변화된 체계는 통제와 감독이 강화된 모
습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미국의 조직 개편 사례로, 국가방첩보안센터(NCSC)가 2014년 DNI 산하 기구로 신설된 사례를 소개하
였는데, 이 기관은 방첩과 보안업무를 함께 다루는 기구이다. 국가방첩업무와 관련하여,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방첩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방첩업무에서 보안업
무를 배제한 것인데, 이제는 국가정보기관이 방첩과 보안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정보
기관의 업무가 확대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발생하였던 매닝이나 스노우든과 같은 악의적 내부자
(malicious insiders) 문제를 겪은 후 변화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경우, 의회 외교국방위원회 산하 정보기밀소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정보감독기관
인 국가검사관(State Comptroller)이 조사하여 그 결과와 의견을 의회(the Knesset)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면
서, 정보기관들에 대한 문민 통제가 엄격히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보실패의 오류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소위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라는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스라엘은 최
근에도 몇몇 해외공작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잔혹한 국가테러리즘의 주범으로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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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기도 한다. 지난 2018년 4월 팔레스타인 출신 교수 알 바취(Fadi Al-Batch)는 드론 전문가라는 이유로 말
레이시아에서 두 명의 킬러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이란의 한 핵 과학자는 이란 영토에서 12명의
암살단에 의해 귀가도중 차량에서 피살당했다. 비록 이스라엘은 부인하지만 모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자 연구내용을 적용해 보면, 문민통제를 엄격히 받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시스템적 사고방식”
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덕목보다 국가이익을 앞세워 냉혈적인 국가차원의 테러를 더욱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자행하는 셈이다.
발표자는 정보기관의 혁신내용 중에서도 감독, 관리 기능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비밀
활동이 기본이며, 이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한편, 국가와 국민에 의해 정보기관이 통제되고 감독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높아간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통제와 감독을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두고 보안과
투명성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이에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 항시 고민하고 있다. 제
공하는 정보는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보수집 라인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걸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보기관을 통제·감독하는 기관이 국민과 언론에 직접 노출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보의 전문성을 가진 실무적 전
문가 그룹에 의해 1차적으로 필터링 된 후에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여과과정이 필요하다. 즉, 발표자가 연구한 내
용과 같이 미국 행정부의 정보위원회, 영국과 이스라엘에 있는 소위원회 등의 사례를 인용하는 것도 좋은 개선안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보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은 정보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실패를 막을 수 있
는 장치이기도 하다. 정보수집의 합법적 활동범위를 합목적성을 근거로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할 수 있고, 분석·판
단 과정에서도 정보 사용자의 왜곡된 판단이나 의도적 편향성에 맹종하려는 습성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부서
이기주의보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우선주의를 근거로 정보활동이 공유되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발표자가 제언한 “정보활동기본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비밀공작’을 포함한 폭넓은 정보
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이를 근거로 활동하는 정보관들을 보호하며, 정치적 연줄 없이도 성과를 평가받고 승
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유지되는지를 점검하는 통제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선결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과거 196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 엘리트 정보기관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사회를 확고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국내 정보활동이 상당수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것은 사실이
다. 2020년 현재, 전임 대통령들과 그들의 직속 부하인 국가정보원장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는 지
금, 정보기관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과거 여론에서 정보기관이 언급될때에는, “이럴 때는 아무 일도 하
지 말고 숨죽이고 있어라”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이제는 “얼마든지 기량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 해보라”고 지시
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발전방안으로서, 발표자는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정보 공유를 통한 인프라 구
축, 과학기술정보 강화, 비밀활동의 법적 보장 등을 제언하였다. 모두 의미있는 제언으로 공감한다. 이에 더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추가하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
이미 미국 FBI 등에서도 도입한 제도로, 정보전문가를 임명하면서 최소한 4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함으로
써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최소한
대선기간 헌신했던 충신들에 대해 나눠먹기식으로 단기간씩 임명하는 폐단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직급정년제 폐지(발표내용 p.26)와 승진제도 개혁
직급정년제 폐지는 발표자도 언급한 내용이다. 실제, 과거 직급정년제 폐지안을 논의하였을 때, 승진 적
체를 우려하는 중하급 직원의 반대가 많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직급정년제로 인한
간부들의 퇴직 압박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또한, 호성공신(扈聖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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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승진 분위기를 타파하고 선무공신(宣武功臣)을 높이 평가하는 실무중심의 업적평가가 필요하다.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 직원의 사이버 역량 강화
정보통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
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등의 새로운 기술을 요구한다.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아이디어 개발 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이버 영역
은 기술분야 전문가의 몫으로 구분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직원이 사이버 전문가 수준으로 기본 자질을 갖춘 채, 업
무활동의 개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국내정보 활동에서의 분석역량 강화
대공, 대테러, 방첩, 국제범죄 업무에서 활동부서와 보고서 작성 부서로 구분되어 있는 현 구조를 개편하
여 국내정보활동상 유사성이 있는 대테러, 방첩, 국제범죄 업무의 통합 분석부서를 창설하여 정보수집 활동과 공
작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도출된 결과를 다시 재배포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방
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5) ‘인간안보’ 분야의 정보수집 확대
코로나 팬더믹 시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선진 정보기관들은 질병에 관한 정보
수집, 백신확보 공작 등을 전개하고 있다. UNDP는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국가 보다 인
간의 안보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간안보를 위한 활동은 곧 사회와 국가의 안보활동이기도 하다.
현재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질병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근, 재난, 기후변화 등 인간안보 차원의 요소들
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정보수집, 분석활동,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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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정보기관의 역할
윤봉한(동국대학교)
○ 이 토론문은 발제자 분들의 발제문을 기본으로 토론자의 실무적 경험을 가미하여 기술한 것임

1. 들어가면서
○ 2020.12.15. 현재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188개국 7,350만, 사망자 164만명, 미국만을 두고 볼 때 확진자 총수는
1,680만명이며 사망자는 30.4만명으로 일일 사망자가 9/11테러 희생자 수를 넘어서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사망자수 40만명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 우리나라는 누적 확진자 44,364명, 사망자 600여명으로 집계,
- 이는 곧 지금까지의 전통적 안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안보개념의 영역과 대상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1)
○ 안보는 더 이상 국가 단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슈도 아니고 군사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정부ㆍ민간기업 및 개인이 모두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모습으로 주체와 대상이 되어 혼재하는 양상으로 발전2)
- 특히, 코로나 19는 인간이 비인간 공격자와 맞서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면서, 앞으로 질병과 함께 같은
천재지변,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불가측한 위협에 대한 인간들의 두려움을 극대화 시키고 있음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발제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정보기관의 역할과 관련,
- 각국의 정보개혁 사례와 정보시스템의 발전 트랜드를 통해 언택트(Untact)라는 뉴노멀 환경에서 정보통합과
정보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기회중심적(opportunity-oriented)”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제시(허태회 교수님)
- 전통적 안보와는 전혀 다른 ‘생활밀착형 위협’으로 규정되는 신안보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예측 대응능력 강화 및 기술정보활동의 심화가 필요(박춘식 교수님)
- 그리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변화(사이버)와 기술의 변화(정보통신기술의 혁명)가 전쟁 비즈니스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진지구적 공간이 비국가행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하나의 전장으로 변화하는 5세대
전쟁의 모습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사적 폭력행위자들이 국가폭력을 대체하게되는 미래 네트워크 전쟁으로의
진화에 대비해서 거점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장악을 정보활동의 주요 목표로 제시(윤민우 교수님)
○ 발제자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공감

3. 코로나 19로 인한 안보환경의 변화
○ 정보활동 영역으로 국한시켜 보면, 4차 산업사회와 함께 도래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인간과 기술,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현상으로 나타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s system),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발현되는 지능정보 사회(smart-intelligence society)는 미래 정보환경의 지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
1) 윤민우, “코로나 19와 안보”,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No.100(2020.6.18.)
2) 민병원, “코로나-19와 안보 개념의 확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No.99 (발간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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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환경에서 코로나 19의 발생은 국가정보활동 영역에서
-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적어도 생존해 있는 인류에게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복합안보화 현상을
불러옴으로써 인간의 생활 양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
- 국민보건이 국가 차원의 안보문제로 부상되도록 작용함으로써 정부가 국민들의 물리적 이동을 제한하고,
코로나 예방을 구실로 한 집회결사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기행동 결정권까지 제한하는 개인동선 체크,
의무신고제, 강제격리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감시와 통제 강화하는 분위기를 허용
- 이러한 Big Brother 정부의 등장에는 ICT와 AI 등 첨단 기술이 권력통치에 커다란 지원 역할(기술개발의 역설)
○ 온택트 정보환경 조성
- 코로나는 비접촉(un-tact)을 넘어 온라인 접촉(on-tact) 환경으로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언택트는
개인적으로 극단주의, 폭력주의가 자라나고 증폭될 좋은 토양으로 작용3), 반면 온택트는 전 지구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연결과 소통이 증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인간생활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
- 이를 계기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취약성은 오히려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미 국무부가 감염병이
국가 간 ‘분쟁의 시작점’으로 등장해서 ‘전쟁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서 읽을 수
있으며, 향후 원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보전 심화까지도 예상
-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에서 바이러스 연구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활동 혐의 국가는 우방과
적을 불문 정보수집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군사DB, 디지털 국방자산, ICT기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격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 돌입
○ 바이러스 진원(real source)을 둘러싼 국가 대립구조 조성
- 코로나로 인한 국가간 이동의 통제는 물리적으로 글로벌화를 가로막아 국가간 경제ㆍ기술격차 심화
△국경통제로 인한 물리적 이동 제한으로 부와 지식의 이동이 단절 상태 △특정 민족과 지역을 둘러싼
위화감 조성(극동 아시아 특히 중국 대상의 혐황(嫌黃) 분위기 조성)
- 주요국에서는 중국 바이러스 유포설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질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를 이슈화할 가능성
* 미국을 비롯한 Five-Eyes 국가 정보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동물과의 접촉에 따른
인수공통질병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있음4)
○ 비국가행위자의 정보비중 증대와 데이터 안보의 부상
- 네트워크 강화로 인해 정보소유 기반이 분산되고 지식은 공유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비국가행위자, 즉
민간부문의 정보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역할을 하게 됨. 이를테면 인터넷 기업 구글이 수집 확보하는
데이터의 량은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이 양을 능가 이들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점점 확대
- 이에 따라 데이터가 더 이상 민간차원의 자산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안보’ 개념이 대두
- 미국이 제기하는 화웨이 논란도 표면상 기술패권 경쟁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데이터안보
문제로 귀결
- 유럽은 정보주권 차원(데이터 주권론)에서, 중국은 데이터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대립 중. 중국은 만리장성
방화벽으로 데이터 유출을 막으면서 대외정보 유입도 체제안전 등 안보목적에서 제한
- 한국은 세계 5위의 데이터 생산국가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마존, MS, 구글과 같은
미국 글로벌 기업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70%를 장악, 사실상 고유한 데이터 주권을 침해받는 상황
* 2018년 5월 국회에서 구글, 아마존 등에 국내 데이터센터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버안이 발의되자 미국은
적극 반대, 회기만료로 폐기

3) 윤민우, 앞의 글(2020.6.18.)
4) Dr. Dany Shoham, “The Root of the COVUD-19 Pandemic”, BESA,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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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정보활동(MASINT)의 중요성 부각
- 코로나 현상으로 비가측성 자연재해ㆍ질병ㆍ환경ㆍ지구온난화 및 사이버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이들 하이브리드 안보위협에 대한 경계적 대응자세가 강화 - ‘신안보개념’이 뚜렷이 정착하는 현상 초래
- 이는 14세기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 인구의 대량 희생과 중세 봉건국가의 몰락의 단초가 되었다는 선험적
교훈과 범지구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의 특수한 영향에서 비롯

4. 코로나 이후 바람직한 국가안보기관의 활동 방향
○ 건강한 안보활동 :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정보의 중립성 유지
- 국가안보기관의 활동은 속성적으로 정치권과 불가분의 관계 – 정보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정권안보냐 국가
안보냐의 관건 결정 – 법ㆍ제도의 잘못이 아닌 정치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환경 타파(국회정보위원회의 활동)
- 중립성 결여가 정보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 필요 – 자기변명을 할 수 없는
(NCND) 국가안보기관의 특성
- 국가안보기관 개혁은 국가 정체성 유지와 국익확보 차원에서 진행 필요 – 정쟁적, 편향적 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도돌이표 개혁’으로 귀결 가능
○ 선진 안보기관에 버금하는 국제 정보경쟁력 확보
- 정보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보담당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와 처절한 자기반성이 요구
- 정보의 세계는 彼我 구분없이 초정밀 승부를 겨루는 각축의 場.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밀림과 같은 곳.
자기보호와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능력)과 기술, 지혜가 필요
- 국회 정보위원회와 향후 설치될 민간인 감찰관 제도 등도 주변 기제가 국정원 활동을 파헤쳐서 정보역량을
드러내는데 치중하지 말고 활동내용을 보증하고 확장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바람직
○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보기관상 정립
- 국가안보기관의 역량은 이해관계자 신뢰의 수준으로 판가름. 1973년 욤 키푸르 전쟁에서의 모사드와 9/11
사건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실패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아마도 정보기관 해체와 동시 관련자
사법처리 당연시 됐을 것.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이 큰 힘,
- 정보기관은 정권 안보의 그늘에서 탈피, 투명하고 민주적 활동으로 정보사용자 뿐 아니라 광의의
정보사용자로 볼 수 있는 국민 등 정보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역량 발휘가 필요
○ 안보환경에 따른 활동양태 개선과 전문성 제고
- 제4차 산업혁명 계기로 안보활동 대상과 기법에서 커다란 변혁 예고 – 아직도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한 법제 개편
- ICT기술과 AIㆍ빅데이터ㆍ데이터과학 등 파괴적 혁신기술을 접목시켜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생산과 정보
공유 등 가속화 필요 – 데이터가 권력이며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임을 인식
- 이와함께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성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선제적 국가 안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첨단 과학 및 기술의 개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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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정보기관의 역할

김태영(경찰대학교)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외 정보혁신 사례와 정책적 함의(허태회)
이 글은 우리 정보기관의 새로운 표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혁신목표를 제시하려는 본 연구가 향후 우
리 국가정보역량의 강화에 필요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는 의미있는 연구문이라 생각한다.
21세기 들어 급격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정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정보의 수집과 저장방법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AI와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정보처리 수단과 분석방버이 정보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
편, 안보위협요소의 다양화, 정보활동 대상의 다양화, 국외‧국내정보의 초국가적 연계성, 국내정보의 위기심화 등으로
특징되고 있는 국내정보의 현실과 여건은 민주화 추세와 함께 효율적 정보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정보통제는 정
보활동의 제약과 함께 비효율적인 정보활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하고 보수성향이 강한 정보기관이
지만 시대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혁신하려는 유연한 국가정보전략의 정립해야할 시기에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강조하는 선진국의 해외 정보혁신사례들의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 결과 ①국가정보의 통합 및
총괄체계지향, ②정보공유 및 정보협력의 활성화, ③정보통제 및 정보감독 기능의 강화, ④정보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방법론의 개발 등이었다. 이를 토대호 우리나라의 국가정보가 지향할 바람직한 정보비전과 목표는
①과거의 분권화적 / 칸막이 정보운용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유연한 국가정보의 지향, ② 정보의 공유
성 및 통합성을 고려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③민간 기술정보(TECHINT) 기관인 과학기술정보국(가칭) 신설 검토, ④
국가정보法 체계의 법제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⑤시대변화에 걸맞게 구시대 용어의 폐지 및 새로운 용어 대체, ⑥
정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분석 시스템 및 방법의 개발, ⑦정보활동기본법(가칭)의 제정 검토, ⑧21세기 정보활
동의 방향성과 윤리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국가정보 4.0의 제작 등이다.
본인은 발표자가 제시한 중앙집중형 정보체계와 분산통합형 정보체계중 후자가 우리나라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정보공동체의 경우처럼 CIA, DIA 등 각 정보기구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하지만, 이들 정보
기구들의 담당 분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각자 자신의 업무를 하되 최종적으로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직제
가 산하 정보기구들의 업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의 정보환경추세인 정보의 공유성 및
통합성의 차원에서 정보공동체를 총괄 및 관리하는 통합기능을 강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기관의 역할: 사이버테러를 중심으로(박춘식)
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기관의 역할을 사이버 안보를 중심으로 신 안보시대의 정보기관의 추
진방향에 대한 제언의 연구문이다. 글로벌 차원의 주요 사이버 테러로는 러시아의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
격, 2008년 그루지아 대상 전면적 사이버 공격,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공작, 정보
탈취 및 교란 등을 포함한 심리전과 고출력전자파총, 드론,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전, 비 정규 전에 핵무기까지
결합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신 안보 개념이었으며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국가들의 재래식 무기에 의
한 대응 모습 또한 신 안보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해주었다.
본인이 발표자의 정보기관의 역할변신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신흥안보 시대에 과학 중심, 전문가 중심, 기
술 중심으로 Techno Intelligence Agency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래야만 사전 예측 대응 능력을 갖
추고 포괄적 체계적 접근이 가능한 정보 기관이 되며 신 안보 시대에 맞는 전문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신 안보의 종합적인 기획은 물론이고 대응 거버넌스 차원의 전문 중심 기관이 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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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안보 시대의 전문 기관으로서의 정보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구성이 전문가 중심이어야 한다. 예
를 들면, 먼저 정보원이 된 후에 전염병이나 에너지, 식량, 환경, 사이버 안보 등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형태의
기존 인력 운영에서 탈피하여, 환경, 에너지, 보건, 기후, 사이버 보안, 재난, 식량, 부품 소재 등 각종 다양한 전문
분야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먼저 확보한 후 정보원의 능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보기관의 인적 운영의 변모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도 지금의 계층(Hierarchical) 구조에서 횡적(Horizontal)
구조로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산하 기관으로 각종 전문 연구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
로 동의한다.

3. 미래전쟁 : 전략적 의미와 전술적 운용(윤민우)
이 글에서 발표자가 강조하는 핵심개념은 신흥 군사안보와 비국가행위자의 부상: 테러집단, 해커, 국제범
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래전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일종의 개념서라고 생각한다. 우선 결론부에서 제시한대로
미래에는 더 이상 국가행위자만이 보호자(guardian)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체가 아니며, 우리가 아는 군사안보와
국가행위자의 역할과 전쟁의 모습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그 양식과 개념이 군사적 활동과 비군사적 활동, 범죄테러-전쟁의 융합된 현상, 전쟁공간이 지상,바다, 하늘, 사이버, 정보공간 등으로 진화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공
감한다.
또한 발표자는 향후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예견되는 신흥 군사안보와 비국가 행
위자의 부상에 대해 그동안 익숙했던 전쟁과 군사안보에 대한 상식과 고정관념을 넘어 미래전쟁에 대한 준비를
필요로 함을 강조하면서 미래 전쟁의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다. 메가시티 전투, 모자이크 전투, 폭력적 극단주의,
정규군+민병대, 조직범죄자 등 다양한 전사들을 활용한 군사전략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제시했던 중국의 준군사조직인 30만명 규모의 ‘해상민병’(Maritime
Militia)1)을 들 수 있다.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지역이나 조업갈등이 벌어지는 해역해서 민군 등 상대방의 군사
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Gray Zone)수단화하여, 서해에서도 해상민병을 활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상민병은 평시 어업활동과 연계하여 정찰 및 감시 활동을 수행하다가 위기 상황발생시
어선단 수백척이 달라붙어 벌떼전술로 공격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이에 대해 미국 등 주변국 해군은 외형상 중국
선박들이 군함이 아닌 어선이어서 군사적, 물리적 개입이 제한된다. 결국 중국의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로 갈수록 군사안보 부문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이 국가행위자의 그것과 독립적으로 증대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폭력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violence) 현상으로 정의된다. 폭력적 능력이 국가행
위자들에게 집중되었던 상태에서 점차 개인과 사적 집단, 사적 네트워크 등으로 이전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흥군사안보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부상의 예시인 최근 2~30년간 멕시코, 콜롬비아, 러시아, 소말리아 등 세계 도
처에서 나타났던 조직범죄와 해적, 마약카르텔들의 폭력과 범죄활동의 사례들과 9.11테러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
탄, 중앙아시아, 체첸 등에서 있었던 대테러 전쟁, 그리고 이후 시리아-이라크,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의 ISIS와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의 내전과 폭력행위,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서유럽 등지에서 나타났던 사이버 공
격과 심리전 등의 사례들을 예로 들음
특히 ISIS의 테러조직들의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의 리쿠르팅 전술 또한 발표자가 제시한 프로파간다, 극단화,
세뇌의 기법들과 유사하다는 것에 우리 정부도 주목해야 한다. 혐오범죄자 및 자생테러가 국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테러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군사작전, 전략적 측면의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학적, 범죄학적, 국제정치
학적 전공지식이 융합된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유대이론, 중화기술, 차별적 접
촉/강화이론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공격과 취약성, 방어가 기존의 국방부와 군과 같은 한 국가의 단일화되고 전문
화된 기관에서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확장·분산 공격과 취약성, 방어로 변화할 것이라
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존의 전통적 전쟁과는 다른 미래전쟁(사이버
전쟁 등 5세대 전쟁양상, 비국가 폭력행위자들(용병, 해커, 테러리스트, 민병대 등)의 새로운 전쟁전략이 요구된다.
1)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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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과제
송경석(건국대학교)
잘 알려진 바처럼, 냉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군사적 분야에서 비군사적 분야로 확대되었
다. 즉 국가안보위협 요인이 확대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방첩활동도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학계는 방첩활동에 대한 체계적 논의와 학문적 컨센서스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는
지 자문해 본다. 정보역량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용어의 법제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방첩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개념의 인식 전환
우리나라에서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는 1963년 12월 『중앙정보부법』 제2조(직무)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1964년 3월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에서 ‘국내보안정보’를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로 설명하고 있다.
1994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직무)에서는 ‘국내보안정보’의 범위를 “대공·대정부전복”에서 “방첩·대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을 추가했다. 사실상 이 개념은 미국에서 말하는 ‘국내정보’ ‘국내보안정보’ ‘방첩’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 시행령인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에서는 ‘국내보안정보의 범위’를 지금까지 개정하
지도 않고 사용해 왔다. 명백한 입법 불비이고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제정된 『방첩업무규정』에서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색출, 견제 및
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활동”으로 규정했고, ‘외국의 정보활동’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 그 대리인이 행하
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미국은 1978년 ‘국내정보활동’에 해당하는 ‘방첩(counterintelligence)’ 개념을 카터 행정명령12036호로 규정했
다. 즉 “외국정부·기관·단체, 외국인, 국제테러리스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행하는 간첩활동, 정보활동, 파괴활동,
암살 등을 막기 위한 정보 및 활동”으로 규정했다. 2005년 국가방첩전략(NCIS)에서는 방첩의 대상에 ‘국제범죄조
직’ ‘첨단기술보호’를 추가했다.1) 안보위협과 첨단기술의 발전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
그리고 2013년 국가정보장실(ODNI)은 정보공동체 지침을 통해 ‘외국정보주체(Foreign Intelligence Entities,
FIEs)’의 개념을 “외국정부 및 단체, 외국인, 국제테러리스트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2) 2016년 국가방첩전략에서
는 ‘적대세력(adversaries)’을 “외국정보기관 및 그 대리인, 국제테러리스트, 국제범죄조직, 사이버침입자, 악의적 내
부자, 이들과 연계된 해외경쟁업체”로 정의했다.3) 방첩의 대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미국에서 규정한
‘방첩,’ 즉 국내정보활동은 “적대세력이 행하는 간첩활동, 정보활동, 파괴활동, 암살 등을 막기 위한 정보 및 활동”
으로 정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1) https://www.hsdl.org/?view&did=452462 (검색일: 2020.12.5).
2) https://www.dni.gov/files/documents/ICD/ICD750.pdf (검색일: 2020.12.5.).
3) https://info.publicintelligence.net/NCSC-CounterintelligenceStrategy2016.pdf(검색일: 2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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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관련 법·제도의 정비
우리나라는 통신업체의 비협조로 휴대폰 감청을 못하고 있다. 전자적 감시로 수집한 정보도 범죄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통신업체로 하여금 휴대폰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국인일
지라도 외국세력과 연계될 경우 전자적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 국가정보 발전을 위해 방첩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긴요한 이유다.
미국은 1927년 Olmstead 사건4)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자적 감시는 정당하다고 판시했고, 1967년 Katz 사
건5)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정보수사기관의 재량성을 인정하여 안보목적의 예외성을 인정했다. 외국정
보감시법·애국법·자유법은 안보목적의 경우 대량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02년 외국
정보감시법원(FISC)은 전자적 감시로 수집한 정보를 기소를 위한 ‘증거물’로 인정했다.
◎ 가칭 『방첩관련기본법』 제정 추진
방첩활동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방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률의 제정이 요구
된다. 법률이 미비하여 외국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첩죄
(형법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意思”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을 위한 意思”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정보주체(FIEs), 적대세력, 배신자(walk-in, 내부자위협) 등을 형법상 간첩죄, 외국대리인등록법
(FARA), 외국정보감시법(PISA), 비밀정보절차법(CIPA), 경제스파이법, 애국법, 자유법 등 다양한 법률 이외, 대통
령행정명령(EO), 대통령지침(PDD), 법무장관 지침 등으로 규율하고 있다.
특히 간첩법의 경우, 국방기밀 수집·전달·멸실(연방법제793조), 국방정보 제공(제794조), 비밀정보 공표(제798
조) 등을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군 작전을 방해 또는 적군을 돕기 위해 국방관련 정보를 수집·전달·제공 및
공표하는 모든 행위를 간첩죄로 규정했다. 특히 이 범위에 “국방에 관한 일반정보”도 포함시키고 있고, 국방기밀
정보가 외국에 유리하게 사용하게 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전달하는 행위도 간첩행위로 처벌한다.6)

외국스파이나 국제테러리스트, 또는 사이버침입자가 스파이활동이나 불법활동에 성공하면 해당 국가나
단체는 고비용을 감당하거나 안보 훼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최선의 대책은 방첩활동과 관련된 법·제도를 보완
하고 발전시켜 방첩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다.” (끝).

4)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1928.
5) Katz v United States. 389 U.S. 347, 1967.
6) 김호정, “외국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정비방안,” 『국가정보연구』 제2권2호, 200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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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전 세계에 코로라19 팬데믹(Pandemic)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상당부문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지
만 국가의 정보활동은 결코 제한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가존립에 토대인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합법-비합법과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무한경쟁의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보활동 과정에서
‘합법’을 강조하는 해괴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사이버공간의 특성 상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나
누는 경계가 무의미해진 상황인데도, ‘국내 보안정보’ 활동을 삭제하고 더나가 국정원의 핵심 임무 중 하나인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가정보기관이 헌법과 법에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하여 대통령 등 권력의
입맛에 부응하는 코드화된 정보활동을 전개한 탓이다. 바로 ‘정보의 정치화’(politicized intelligence)가 주 원인이다.
결코 ‘대공수사’ 탓이 아니다. 현 국정원 지휘부와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청와대는 정
권이 교체될 때 마다 왜 전직 정보기관장과 간부 직원이 줄줄이 구속되는 수난을 반복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향후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정보의 최 우선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정보기관의 제1의 임무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적화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어떠한 안보 사안도 이를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목
표우선순위(PNIO: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대남간
첩공작 등)를 막아낼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임무이다. 그런데 마치 대공수사권이 국정원 개
혁의 원흉인 양 규정하고 희생양으로 삼아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반성을 통해 대공수사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통해 바로잡으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는 통일 독일이다. 독일의 헌법보호청(BFV)은 연방 및 각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안전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대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 국내의 극좌주의나 극우주의 활동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극단주의자와 접촉한 행위까지도 정보 수집하
여 매년 발행하는 「헌법보호백서」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치사찰 운운하며 난리가 날 일이다. 또
한 헌법보호청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영장없이도 개인신용정보, 금융계좌 추적, 통신정보, 운송정보 추적권 등도
행사한다.
현 정부가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대전제 하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북한정보와 해외정보
와 관련되는 정보활동을 실행하는 법개정을 완료했다. 이는 국가안보측면에서 불안정한 정보기관 개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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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로베이스(zero-base)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국가정보기구를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가정보기구를 개혁하여 한다면, 개혁의 핵심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화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정보
기관을 대하는 대통령이나 그 참모와 연계된 정치권력들은 말로는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보기관을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만연된 행태가 지배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정보의 정치화’와
‘정보기관의 정치권력 하수인화’ 현상은 결코 타파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구는 집권자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념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정보기구 재편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국가정보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동법에서는
국가정보의 용어정의, 기능, 임무, 조직편재에서부터 안보정보와 안보수사활동 전반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조직편재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를 조정, 통합하는 독립적인 (가칭) 「국가정보위원회」(위원장 부총리급)을
두고 산하에 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안보수사청」과 「국가안보정보원(현 국정원)」을 두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장(국가정보위원장, 국가안보수사청장, 국가안보정보원장)에 대한 임명권과 정
보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만 행사하고, 제반 정보권의 승인, 통제 활동은 국가정보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특히 두 기관의 장에게 임기제(3-5년 정도)를 도입하여 정치적 중립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수사청은 미국의 FBI(연방수사국)과 같이, 안보수사권(대공수사), 방첩, 대테러, 사이버테
러, 산업보안관련 정보·수사 활동을 수행케하고, 국가안보정보원은 북한 및 해외정보 및 과학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원화(二元化)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과제는 여·야당의 정파적 이익이나, 기관 이기주의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국가안보적 측면의 관심과 접근이 꼭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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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과제
송은희(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의 불확실성
o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팬데믹은 비록 군사력에 의한 전쟁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에 비견되는 전세계적 상황의
생존 위협 발생으로 인해, 이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이한 대내외 정보환경의 주요 특징의 일부로 주목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은 환경안보나 보건안보와 같은 비전통 안보의 속성을 지니는데, 이것이
개인 뿐 아니라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위협 및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및
국가정보 층위의 위협으로 간주해도 무방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발전, 언택트 산업 등의 변화 추이로 인한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 및 사이버역량 강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를 대내외 정보환경의 중요한 변화 추이로 주목
o 코로나19로 개인생활 영역이 사이버 공간과 접촉면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와 테러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 야기, 즉 개인정보와 기업, 국가기밀을 빼내려는 사이버 첩보활동의 증대
o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한 가짜뉴스(Fake News) 양산 등 코로나 시대의
인포데믹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이버 안보 관련, 사이버 역량 분야는 기술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인력양성 및 장비보급 등 지속가능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정보의 과제
o 사이버 이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안보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었는데, 즉 사이버 공격의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방어 역량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 증대에 비해 국제적인 다자안보 협력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테러 관련 국제규범 형성과 정보공유, 사법공조를 위한 국제협력 구축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o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정보 역량강화사업 관련, 사이버 역량 부분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강화가
필요한데, 이는 국익증진과 연결되도록 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
- 한편, 사이버 관련 정보 역량 강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적인 목적에서 보면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
- 그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 장비나 하드웨어 차원의 대응이었다면, 향후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경우, 장비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나 법, 제도 영역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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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과제
김현욱(국립외교원)
-비전통위협
냉전종식, 세계화, 정보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요인은 안보위협 원인을 다양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베리부
잔(Barry Buzan)은 냉전 이후 안보대상의 다양화 및 안보영역의 확대현상으로 인해 비전통적, 비군사적 이슈들이
국제관계에서 점점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1) 2001년 9/11 사태로 부각된 글로벌 테러리즘
이후 사이버테러가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21세기 지구촌은 기후변화, 식량난, 난민, 감염병 등 비전통안보위협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전통안보위협이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주는
상황에 다다랐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제정치의 지형을 크게 바꾸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탈
냉전 이후 국제정치 지형을 변화시킨 세 번의 중대한 위기(critical juncture)에 속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즉,
2001년 9/11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세 번째 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COVID-19는 기존에
미국을 흔들었던 사건들과는 다르다. 9/11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로 미국 및 서구사회에만 국한되었
던 위협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은 가속화되었고 미국의 경제적 쇠퇴는 가시화되었는데,
이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중국에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
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비전통안보위협이 기존이 군사적 안보위협보다 더 큰 사상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향후
국제정세의 방향성 또한 가늠하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가중심주의
COVID-19이후 국제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중심주의(nationalism)의 강화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
지고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대응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점차 국가의
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며, 계속되는 감염현상으로
제2, 제3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시작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논쟁을 일으키게 된다. 21세기 새로운 위기의 등장이
만연한 시기에 어느 정치체제가 더 효율적이냐는 논쟁이다.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현재는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 당시 의사 리원량의 죽음으로 촉발된 민심은 이것이 제2의 천안문사태가 될 거라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위기를 숨기기 위한 공산당 정권의 행동은 많은 중국국민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정권
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체제의 코로나 대응은 형편없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미국이 보여준 대응능력은
형편없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를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방식이 비판받고 있다. 팬데믹 전문가들의 조
언을 무시하고 미국이 쌓아온 관료제의 전문성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방식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는
무관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거란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자유’라는 가치 하에 국가의 간섭을 불쾌하게 여기는 미국국민들의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의 자유라
는 이유로 타인의 보건을 침해하는 행위는 미국식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한 아시아 국가들 (한국, 대만, 홍콩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국가
들은 민주주의를 자국의 유교주의 문화와 접목시킨 국가들이며, 맹목적적인 권위에 반발하지만 국가의 합리적 개
입에는 순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국가체제의 특성 역시 이번 코로나사태 이후 주목받는 부분이다.
1) Buzan, Barry. 1991. “New Patterns of Glob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67(3): 4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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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퇴조
결국 국가중심주의는 세계화의 퇴조와 같이 가게 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기
능이 약화되고 있다. 노동력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 기능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은 끊어지
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가 간의 이동이 금지되면서 글로벌 수요창출이 모두 중단되게 되었다. 즉,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세계화의 퇴조 현상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세계화 퇴조 현상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악화로 전 세
계는 양극화현상을 겪었으며, 이 결과로 자국우선주의 현상이 이미 풍미하기 시작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러
한 자국우선주의 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타국으로 그
탓을 돌리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중갈등
이러한 국가 간 갈등현상은 미중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과 같은 중견국들의 외교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반도체회사가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고 화웨
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 한국 기업들 역시 이 같은 미중갈등의 희생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
다. 이미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중국을 빼고 미국의 우방들로만 세계 공급망을 개편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향후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
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지역국가들과의 유대를 통한 외교적 해법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의 과제
비전통안보 개념의 등장으로 향후 정보환경이 더욱더 불확실해지게 된다. 정보기관의 대상이 폭넓어지게
된다. 전통적 안보, 외교를 넘어서서 경제, 보건, 에너지, 기술 등 신안보 개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이후 시작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회의 등으로 인해 IT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미 미중 간에는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양국의 군사기술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은 IT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되어 사이버영역에서의 정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중경쟁이 심해지면서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
로 미중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갈등영역에서의 추이파악을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우리의 대응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갈등의 격화는 한국에서 다양한 인력 및 기술유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ADD에서의
국방정보유출 등은 국가이익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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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정보환경 변화의 불확실성과 국가정보의 과제
주재우(경희대학교)
○ 내년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생활 수준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불가능해도 해외여행 및 출장에 대한 문호개방 가능성 농후
― 이 같은 상황은 그 동안 중단된 휴민트와 공작 활동의 재개를 의미하며
― 이를 통해 그 간 확인하지 못한 정보의 진실 여부 작업의 개진 의미
― 따라서 어떠한 경로와 확인 방법이 동원되도 다시 한 번 확인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놓고 혼란과 동요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이른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가 다시 한 번 범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정보의 과제로 다음 상황과 사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국가와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유관기관의 휴민트와 공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국가의 진위 판단
작업의 강화 필요
― 둘째, 휴민트와 공작활동은 국가정보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사회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군을 포함함
― 셋째, 정보의 오류나 허구성은 자칫 민족주의를 양산할 수 있어 국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코로나 발원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성급하게 공작활동을 개진하여 잘 못 된 정보의 발설은 사회의
혼란에서 민족주의 정서를 야기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음
― 넷째, 국익수호기관으로 국가정보기관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실여부와 사실적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이 관건이기에 국가정보기관의 혁신 필요
― 마지막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유통망에 중국의 ‘스마트 파워’의 개입과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중 과학기술이익의 대립이 미국 측이 제안한 ‘클린네트워크’와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의 참여
갈등으로 대두되어 우리의 현명한 선택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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