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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 발표는 지나온 국정원의 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앞으로의 국정원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
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독일 연방정보국(BND) 창설자 겔렌(Reinhard Gehlen)은 정보활동이란 역사의 흐름을
추적해서 그것을 미래에 투영시켜나가는 것이라고 했다.1) 겔렌의 지적처럼 국정원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는 오늘날의 국정원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생겨났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최근 학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역사적 제도주의이론과 가깝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떤 역사
적 시점에 존재하는 제도를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본다. ‘역사’란 단순히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나타난 원인이 그 후의 특정 시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인과관계(historical causation),
특정 시점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경로의존(path dependence), 사건의 발생시점과 순서
(timing and sequence)가 사회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2)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창설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법제의 변천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1) Reinhard Gehlen, 赤羽龍夫 監譯, The Service: The Memoirs of General Reinhard Gehlen(東京: 讀賣新聞社, 1973), pp. 225-228.
2)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서울: 다산출판사, 2003), pp.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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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앙정보부법의 제정과 변천

중앙정보부법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정보부의 존속기간은 1961년 6월 10일부터 1979년 10월 27일까지이
다.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고 1979년 10월 27일 중앙정보부법에 규정된 업무를 계엄사령부 산하
에 설치된 합동수사본부가 인수한다는 계엄공고 제5호가 공표됐다. 이처럼 중앙정보부의 존속기간은 박정희 전 대통
령(이하 박정희)의 집권 기간 18년과 정확히 일치한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5․16혁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중앙정보부 창설을 복안으로 가지고 있었다.3) 6․25전쟁 전후 육
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함께 근무하며 정보관리의 실패에 따라 전쟁이 발발하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봤기 때
문에 국가경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정보체계는 중앙정보부 창설을 계기로 국가정보기구인 중앙정보부가 부문정보기구인 군사정보기구, 경
찰정보기구 등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국가정보 분야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전까지 국가최
고 통치권자의 수요에 맞춰 국가수준에서 국가안보․국가이익 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정보기구가 없었
다. 정부수립 직후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보기구로 대한관찰부가 창설됐으나 5개월여간 존속하다가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해 해체됐다.

1. 중앙정보부 창설인력의 태동

지난 2013년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국가정보학』 기본서를 발간한 지 7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
2015년 2월 10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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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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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정보엘리트 그룹의 형성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인력은 육사 8기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후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된 정보

3) 이석제.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 서적포. 1995.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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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들이다. 창설 주도세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 10․19사건의 여파로 국내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북한게릴라들의 침투가 빈번해지고, 주한 미 방첩대까지 1949년 6월말 완전히 철수하면서 육
본정보국이 국가정보활동의 중심기구로 부상하자 그에 대한 인력 수요도 증가했다. 그에 따라 당시 육본정보국장 백
선엽, 차장 계인주 등은 상부 지침을 받아 그해 5월에 졸업하는 육사 8기생 가운데 최우수 졸업자들을 육본정보국에
끌어왔다.

육사 8기는 1949년 5월 23일 졸업했다. 1,335명의 졸업생 가운데 수석졸업자 이헌영은 육사교장의 부관, 2등에서
5등까지는 육군본부의 요직, 6등에서 35등까지 30명은 육본정보국에 배치받았다.4) 선발된 30명 가운데 15명은 전투
정보과에, 나머지 15명은 첩보과에 발령받았다.5) 이희성(중앙정보부장 서리 역임), 석정선, 이병희, 최영택, 전재구
등이 첩보과에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보국에 임용된 30명은 다시 청량리 정보학교에 입교하여 3주간 정
보교육을 받고 1949년 6월 20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청량리의 ‘淸’자와 정보학교의 ‘情’자가 결합된
‘청정회’란 모임을 만들었다.

훗날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인물들은 대부분 청정회 멤버이다. 당시 전투정보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
당에 가입한 혐의로 강제 예편되어 군복을 벗은 채 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5.16후 경호실장을 오랫동안 역임했
던 박종규가 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청정회 멤버중 전투정보과에 배치된 김종필·엄용승·김진구․김진성 등은
전투정보과 산하 북한반에, 이영근·서정순·전재덕·함덕윤 등은 전투정보과 산하 남한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중앙정보부 창설멤버의 정보활동 경험
박정희는 육본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작전정보실장이란 직함으로 일했다. 백선엽 국장은 공식편제에도 없
는 직함을 만들어 박정희를 예우해줬다. 5․16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할 때 이영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5·16 주
체에서 빠져있던 이영근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6·25 직전 전투정보과에서 함께 근
무하며 쌓은 인연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특히, 박정희·김종필·이영근 세 사람은 전쟁 직전인 1949년 연말 적정(敵
情)을 판단하는 연례 보고서인 「연말 종합 적정 판단서」를 함께 작성하며 전쟁발발 징후를 추적하고 발생시점을
예측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 작전정보실장 주도로 당시 북한반장이던 김종필 중위와 남한반장이던 이영근
중위가 참여해서 만들었다. 북한반은 북한 인민군의 동향을 수집·작성해서 판단하고, 남한반은 북한이 사주하고 있던
지리산, 태백산 등지의 빨치산과 남파 공작원들의 동향 등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남북한의 적
정을 연결해서 종합·판단하면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북한반과 남한반에는 각각 장교 3-4명과
사병 몇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김종필과 이영근은 육사 8기를 졸업하고 1949년 6월 20일 육본정보국에 배치된 지 6개월 만에 전쟁발발 가능성을
예측·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과업을 맡았다. 소련과 중공의 전략과 의도, 남침 시 공격 루트와 방법까지
분석해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박정희를 지켜본 김종필은 박정희가 대
단히 조직적이고 정밀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략적 판단에서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북한군이 빠르면 1950년 3월, 늦어도 6월에 남침한다는 판단이었다. 3월과 6월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중국 국공(國共) 내전에 참전 중인 한인 의용군이 북한군에 합류하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었다. 중국 국공내전은 1949년 1월 31일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군이 북경에 입경함으로써 공산당의 승리로 막을
4) 이영근. 『오봉산을 향한 여로』. 경화출판사. 2003. p. 107.
5) 계인주. 『맥아더 장군과 계인주 대령』. 다인 미디어. 1999. pp. 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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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있었다. 당시 중공군에는 약 3만 명의 조선족이 복무하고 있었다. 국공 내전이 끝나자 김일성은 전투 경험을
쌓은 이들 조선족을 북한 인민군에 편입시켜 주도록 모택동에게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북한 인민군의 1개 사단은
1만 1,00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3개 사단 규모의 조선군이 중공군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국공내
전이 끝나자 중공군의 환송을 받으면서 비밀리 북한으로 이동하여 북한 인민군 5·6·7사단으로 편입됐다. 전투정보과
에서 1949년 12월 28일 자로 작성된 연말 종합 적정판단서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신성모 국방장관, 로버츠 미 군
사고문단장 등에게 배포됐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남침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채병덕은 오히려 “우리가 북진을 개
시하면 일주일 안에 신의주까지 밀고 올라갈 것”이라며 큰소리쳤다고 한다.6)

그러나 이 보고서는 6·25 직후 후퇴할 때 분실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다. 김종필은 전쟁 중에 불태워진 것으로 추
정했다. 박정희는 그 보고서가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고 1970년대 초 신범식 문공부 장관에게 보고서의 원본
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영근도 그 보고서가 기밀문서였기 때문에 6.25때 후퇴과정에서 다른
비밀문서와 함께 소각된 것으로 보았다.7)

2. 중앙정보부법 제정 과정과 특징

(1) 김종필의 5.16 직후 육본정보국 출신 동기생 규합
1961년 5·16 직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종필은 이영근, 서정순, 김병학, 고제훈, 석정선 등 육본정
보국에서 함께 일했던 육사 8기 동기생들을 끌어모았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중앙정보부 창설팀은 서울 시내 여관을 전전하며 일하다 1961년 5월 23일 태평로 서울신문사 옆 국회별관(지금의
파이낸스센터 빌딩)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열었다.8) 1961년 6월 10일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부장 아래 두 차장과 4개
국을 두었는데, 초대 부장은 김종필, 행정차장은 이영근, 기획운영차장은 서정순, 제1국장(총무)은 강창진, 제2국장
(해외)은 석정선, 제3국장(수사)은 고제훈, 제5국장(교육)은 최영택이 맡았다. 모두 육사 8기 출신이었다.

훗날 육사 8기는 다른 기수에 비해 단합이 잘된다는 평을 받았다. 입학 당시 10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된
데다 정부수립 후 최초로 배출된 장교라는 점, 그 시기 다른 기수에 비해 교육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6개월이었으며,
6·25전쟁 때 대부분 야전부대 소대장 및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점이 이들의 단합을 촉진했다.9)

(2) 제정 중앙정보부법의 임무 및 기능
박정희 정부는 군정(軍政), 민정(民政), 유신체제(維新體制)의 3가지 정치체제를 운영해봤다. 군정 시기
(1961.5-1963.12)를 이끈 두 개의 마차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 기간에만
존속했던 기구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설치됐다. 국가재건비상
조치법은 군정 기간에만 시행된 임시헌법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제1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
조치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한다.”고 했다. 이어 존속기간에 대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혁명과업 완
수 후에 실시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同法 제2조는 밝혔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2년 7개월간 운영됐다.

6)
7)
8)
9)

김종필.
이영근.
김종필.
강창성.

『김종필 증언록 1』. 미래엔. 2016. p. 120.
앞의 책. pp. 118-119.
앞의 책. p. 135.
『일본/한국 군벌정치』. 해동문화사. 1991. p. 349.

국가정보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 : 국가정보원 창설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13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되고 나흘이 지난 1961년 6월 10일 공포된 국가재건최고회의법(제18조 1항)은 “공산세
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했다. 중앙정
보부 설치의 목적이 ‘공산세력의 간접침략’ 제거와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 제거 두 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6월 10일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제1조)은 그 기능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명기된 중앙정보부 설립목적의 하나인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제거’가 중앙정보
부법에는 빠져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 그 이유는 두 법률의 제정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의 제정은 당시 한태연 서울대 교수와 이병두 변호사가 맡았다. 5·16을
준비할 때 행정반 책임을 맡았던 이석제가 영입했다. 한태연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이병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을 만들었다.10) 이와는 달리 중앙정보부법은 청정회 멤버인 이영근, 서정순 등이 법률초안을 만들어 신직수 변호사
의 검토를 거쳤다. 제정 중앙정보부법은 조문 전체가 9개에 불과했다. 이 법의 핵심은 조정권과 수사권에 있었다. 김
종필은 5·16혁명을 뒷받침할 무서운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를 만들 때 부문정보기관 조정권과 함께 수
사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11)

(3) 이승만 정부 설립 정보기구들과의 기능상 차이
박정희 정부가 창설한 중앙정보부는 인력구성과 기능적 측면에서 이승만 정부 초기 설립된 대한관찰부와
구별된다. 먼저 인력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는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혼합되어 있었다. 중
앙정보부의 현역장교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파견형식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대한관찰부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
성됐다. 대한관찰부가 불과 5개월 여 단기간 존속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와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수립 초
기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정보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보사적 의미가 크다.

기능적 측면에서 대한관찰부는 다른 정보기관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냉전 시대에 창설된 모든 국
가의 국가정보기관은 대부분 다른 부문 기관을 통합․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1947년 9월 중앙정보국
(CIA)을 창설하면서 다른 부문정보기관을 통합․조정하는 권한을 가지자 이를 모델로 한 정보기구들이 세계 각국에
만들어져 나갔다. 중앙정보부 창설자 김종필 역시 미 CIA를 벤치마킹, 한국 중앙정보부에 통합․조정 권한을 부여했
다. 그 경위를 김종필은 이렇게 설명했다.

중앙정보부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따왔다.
한국형 CIA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1958년 육본정보국 행정과장 시절부터 갖고 있었다.
CIA 소속 스미스 대령(가명)의 특별강의가 계기가 됐다. 스미스 대령은 CIA의 기능과 활동방식을 설명했다.
CIA는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수집된 첩보․정보를 조사․분석한 뒤 고급정보로 숙성시켜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CIA 같은 정보기관이 필요했다.12)

이승만 정부 후반기인 1958년 여름에는 국방장관 직속으로 중앙정보부가 창설됐다.

김용우 국방장관

(1957.7-1960.4)과 미 중앙정보국 알렌 덜레스(Allen W. Dulles) 국장(1953-1961)과의 사이에 체결된 한미 정보협
력협정에 따라 1958년 봄 미 CIA 한국지부가 개설되고 이어 그해 여름 CIA와의 협력창구로 한국 CIA가 창설됐다.
10) 이석제. 앞의 책. p. 127.
11) 김종필, 앞의 책. p. 135.
12) 위의 책,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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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의 책임자로는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1955-1957)을 지낸 이후락이 임명되고, 대외 위장명칭으로는 이후락
군번인 ‘10079’의 끝자리를 따 79호실로 명명됐다.13) 79호실은 미국 측에 북한정보를, 미 CIA로부터는 동구 공산권
정보 등 국제정보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79호실 역시 다른 부문의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권한은 없었
다.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제정 국군조직법(4조)도 대통령 직속으로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을 둔다
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이 법령에 의한 중앙정보국이 존재했었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4) 장면 정부 설립 중앙정보연구위원회와의 이질성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새롭게 탄생한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헌법을 채택하고 있
었다. 대통령은 외교에 책임을 지고 행정의 실권은 국무총리가 가지는 통치구조였다.

1960년 11월 16일 제정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규정(국무원령 제98호)은 “행정각부, 처에 긍(亘)한 국가안전에 관련
되는 내외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중앙정보연구위원회를 둔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었
다. 국가안전관련 국내외 정보를 종합·연구·검토하는 이외 이 정보기구 역시 군·검·경 등의 부문정보기구를 통합·조정
하는 권한이 없었다. 5․16직후의 중앙정보부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정보기구였다.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소속된 국무원은 1-2 공화국 때 존속했던 정부 기구이다. 대통령제인 1공화국 때는 대통령,
내각책임제였던 2공화국 때는 국무총리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가정책을 의결하는 행정기관이었다. 3공화국부터 국무
회의로 개칭됐다.

중앙정보연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장관과 국무원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구성됐
다. 비공개로 회의를 열었는데 1급 상당의 연구실장과 이사관 직위의 부실장을 두고,“연구실은 개인·단체 또는 정파
의 이익을 위한 정보수집이나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범죄 수사에도 관여하지 못한다.”(제12조)고 직무 범위를
한정했다.

사무실은 남산 북쪽 숭의여고 인근의 일제 때 통신부대가 있던 곳에 잡았다. 서울 중구 예장동 4번지가 정식 주소
로서 사무실 외부에는 ‘예장동 4번지’라고 문패를 달았다. 이후락은 서울대에만 한정해서 영어, 독어, 불어 등 외국
어에 능통하고 성적이 좋은 졸업생 40여 명을 추천받아 면접을 거쳐 최종 20명을 뽑았다.14) 몇 명의 대령급 정보장
교들과 새롭게 임용한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했다. 중앙정보연구위원회는 5․16후 중앙정보부의 해외파트로 흡수됐다.

3. 중앙정보부 비판세력의 중앙정보부 전복시도와 제압

5․16혁명 직후 중앙정보부가 그 설치 근거법에 명시된 대로 ‘공산세력의 간첩침략제거’와 함께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아 나가자 이에 대한 반작용이 생겼다. 중앙정보부를 전복하려는 시
도가 이어졌다. 중앙정보부는 창립 초기 세 번에 걸쳐 그 음모를 적발해서 사법처리했다.

13) 김정렬. 『항공의 경종』. 대희. 2010. pp. 191-192.
14)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①』. 동아일보사. 1992.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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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문재준, 박치옥, 이회영 등 육사 5기 중심의 사건이다. 이들은 5․16 당일 병력을 동원하여 5․16의 성공
에 기여한데다 이북 출신으로서 평안도 출신인 장도영 육군참모총장과 지역적 동질감을 지니고 있었다. 김종필, 김
형욱 등 육사 8기 중심의 5․16을 기획한 그룹과는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고 대립 관계에 있었다. 혁명 초기 장도영
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내각수반,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등 5개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
히,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의 3개 직위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또 다
른 정변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위였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박정희 추종 육사 8기생들은 권한축소를 지
속 요구하였으나 장도영은 양보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되면서 표면화됐다. 이 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각수반 이외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도영은 병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5․16직후인 5월 21
일 육군 헌병감에 보임된 문재준은 장도영 후임으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김종오의 배후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있다고 보고, 김종오를 제거하기 위해 김종오의 과거 비리를 캐내 박정희에게 제시하며 해임을 건의했으나 오히려
‘얼마 되지 않은 참모총장을 어떻게 해임하느냐’는 힐책을 받게 되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납치하여 격리하는 한
편 중앙정보부를 포위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계획을 세워 박치옥, 이회영, 안용학 등 동기생들을 규합했다. 이들
은 협의 끝에 1961년 7월 3일 오전 2시 공수단 1개 중대, 헌병 50명을 동원하여 중앙정보부장을 헌병감실로 납치한
다음 중앙정보부를 포위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하기로 합의했다.15) 그러나 이들의 음모는 실행 마지막 단계에서
중앙정보부에 포착되어 7월 2일 저녁 장도영을 비롯 문재준, 이회영 등 관계자 전원이 긴급 체포됨으로써 무산됐다.
둘째, 장도영 심복 인물인 김일환, 정원상 등의 중앙정보부 점거 계획이다. 주동자 김일환은 장도영과 동향이자 신
의주 동중학교 동창인 관계로 장도영과 친분이 깊은 인물이었는데 인천 첩보대장 재임 시 비리 혐의로 해직되어 5․
16 당시에는 무직 상태에 있었다. 정원상도 김일환의 소개로 장도영과 연결되어 장도영 전속부관을 지내는 등 군에
서 장도영의 혜택을 받았으나 예편하여 5․16 당시에는 무직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5․16 후 장도영이 최고 실력자로 추대되자 김일환이 중앙정보부장, 정원상이 치안국장으로 진출하고자 장
도영과 교섭했으나 장도영이 점차 실권을 잃어가자 이에 불만이 쌓여갔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1961년 6월 26일
정원상 집에서 만나 중앙정보부를 기습 점거함과 동시에 박정희를 납치하기로 결의하고 그 시행일을 그해 8월 15일
로 정하고 거사 자금과 동조자들을 끌어모았다. 거사가 성공할 경우 자파세력의 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군정을 실시
하며 군정 기간 중에는 장도영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에 추대하고 김일환이 중앙정보부장, 정원상이 치안국장을 맡기
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의 음모 역시 사전에 중앙정보부가 입수하여 관련자들을 체포, 김일환을 사형, 정원상
을 무기징역에 처분했다.16)

세 번째는 제3대 김재춘 중앙정보부장 재임 시기 일어났다. 방첩대의 노태우 대위를 중심으로 중앙정보부의 전두
환, 김복동 대위 등이 중앙정보부의 공화당 사전조직과 증권파동 등 4대 의혹사건에 불만을 품고 ‘1963년 7월 6일
새벽 2시 공화당 사전조직을 주도한 40명을 체포하여 처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구상단계에서
중앙정보부와 방첩대, 경찰에 포착되어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유야무야됐다. 거기에는 당시 방첩대장이던
정승화의 역할이 컸다. 조사를 맡은 정승화는 박정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음모를 실천에 옮기려는 시도나
노력이 없었다’고 보고하여 사안 자체를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처리됐다. 훗날 12․12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정승화는
그때 자신의 노력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을 파멸시켰다며 불만을 나타
냈다.17)
15)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p. 468.
16) 위의 책. p.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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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정 이양 대비 중앙정보부법의 개정

1963년 7월 13일 김형욱 부장이 취임하고 14일이 지난 7월 27일 박정희 의장은 민정 이양을 위한 정치
스케줄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일이 1963년 12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이 그해 11월 26일로 잡혔다. 군정 기간
헌법기능을 대신했던 국가재건비상조치법(부칙 6항)은 개정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다. 개정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196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있었다. 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이틀
후인 1963년 12월 17일부터 제3공화국이 출범하도록 정치일정이 잡혔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최고통
치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6일까지만 존속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군정 기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 기관의 지위에 있었던 중앙정보부로서는 제3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창설 당시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이 재정비
됐다.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3년 12월 14일 자로 개정 공포한 중앙정보부법의 특징은 민정 시대에 걸맞은 중앙
정보부 체제의 수립이었다. 5·16 군정이라는 ‘혁명적’ 상황에 맞춰 제정된 창설 중앙정보부법이 민정 시대에 부응하
는 민주적 법률체계로 전환됐다. 개정 법률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항이 임무 및 기능 조항이다. 제정 중앙
정보부법(1조)은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개정 중앙정보부법은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제한했다. 정치개입, 직권남용 시비를 억제하려는 조치
였다. 개정 중앙정보부법의 다섯 가지 기능을 보면 ① 국외 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 및 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④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 등이다.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8
조)을 신설했다.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중앙정보부법에 담겨 있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
니한다’는 조항(6조 2항)과 ‘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
을 수 있다’는 조문(7조 1항)을 삭제했다.

민정 이양을 앞두고 중앙정보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하위법령도 정비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64년 3월
10일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규정」과 「정보위원회 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새롭게 제정됐다. 정보 및 보
안업무 조정감독규정은 그 후 중앙정보부 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쓰인 ‘국내보안정보’란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
급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다.18)

정보위원회 규정(3조)은 ‘국가정보판단의 토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정책 및 기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보정 및 보안업무 운영상 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정보위원회의 임무로 적시하고 있다.
이때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1979년 10․26사건 직후 합수부가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지시킬 때까지 박정희 정부
내내 개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17) 정승화. 『대한민국 군인 정승화』. Human & Books. 2002. p. 314.
18) 이 조항은 60여 년 변함없이 유지되다가 2020년 12월 15일 국정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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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정과 개정
1. 10.26 직후 중앙정보부 기능의 정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됐다. 그리고 그다음 날 중앙정보부의 기
능이 정지됐다. 10월 27일 오전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서였다. 계엄공고
제5호는 네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지방계엄사무소(계엄분소)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네 가지 업무 가운데 첫 번째는 계엄법 및 포고령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이고, 두
번째는 중앙정보부법 및 「정보및보안업무 조정감독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세 번째는 모든 정보수사기관(검찰, 군
검찰, 중앙정보부, 경찰, 헌병, 보안)의 업무 조정감독, 네 번째는 기타 계엄사령관이 지시한 특수사건의 처리이다.19)
새로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이다.

신설 합동수사본부장에는 현직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이 부임했다. 결과적으로 계엄공고 제5호에 따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 운명 직후 중앙정보부의 모든 권한을 인수한 것이다. 조갑제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계엄공고 제5호의 내용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착상에서 나왔다. 전두환은 10월 27일 새벽 보안사 법무관 박준광 소
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그 기능과 조직을 만들라. 먼저 정보부 기능을 정지시켜
라. 모든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조정 감독 업무를 합수본부가 가지도록 하라. 특히 정보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못 쓰도
록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보안사 우국일 참모장에게 중앙정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전원 연행해서 조사하
고 포고령을 통해서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한편 아침에 중앙정보부, 검찰, 치안책임자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 윤일균 중정 해외담당 차장, 전재덕 국내담당 차장, 오탁
근 검찰총장, 손달용 치안본부장 등이 참석한 정보수사기관 책임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의
모든 예산을 합수부 통제하에 집행할 것,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보고는 오후 5시, 오전 8시에 합수부에 제출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전두환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에게 계엄공고 제5호를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20) 합수부를 출범시
킨 보안사는 계엄공고 제5호 공포 직후 보안사 최예섭 기획처장을 중앙정보부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이처럼 합수부가 중앙정보부의 조정감독 권한을 인수해서 정보수사기관을 장악해나가자 경찰에서 이에 대한 불만
이 일어났다. 치안본부(오늘날 경찰청)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지휘하는 계엄사령부의 치안처(처장: 김진기 헌병
감)측에 ‘합수부가 합수부로만 정보보고를 제출하게하고 계엄사령부에는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곤란한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승화 사령관이 치안처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당시 정승화는 계엄공고 제5호를 통해 모든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조정감독권한이 이미 합수부로 넘어가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1987년 조갑제 기자와의 인
터뷰에서 정승화는 당시 치안처장의 보고를 받고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정보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업무한계를 잘 몰라서 과도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니 양쪽을 잘 설득하여 양쪽 모두가 계엄사 치안처에 각각
보고서를 직접 제출케 하고 합동수사본부는 수사정보상 필요할 터이니 치안본부로부터 따로 같은 첩보보고서를 받도
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전두환 소장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증언했다.21) 10.26 다음날 발족된 합수부가 중앙
정보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보안사가 중앙정보부를 인수하고 있던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숙한 시
국판단과 정부 내부에서 생산되는 중요정보로부터의 철저한 소외가 결국 12․12사건 당일 정승화의 체포로 귀결됐다.

19) 계엄사편집위원회,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육군본부, 1982), p. 307.
20) 조갑제, 『박정희 13-초인의 최후』(조갑제 닷컴, 2006), pp. 254-259.
21) 정승화,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까치, 1987),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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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사 주도 중앙정보부 개편

보안사는 1979년 10․26사건 직후 합수부를 설치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10․26 연루 혐의로 체포(12.12)한 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대통령 자문 명목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5.31), 국가보위입법회의
구성(10.29)을 통한 법률 제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5공화국을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은 1980년 4월 15일 중앙정보부장으로 취임했다. 보안사령부와 중앙
정보부 두 기관의 수장이 된 것이다. 보안사령관 자격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대
통령 직속 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의 수장이 되어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 자신의 정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위로 신분
이 격상됐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기 전 이미 보안사는 중앙정보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
서는 당시 중앙정보부 해외공작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다 보안사의 요청으로 중앙정보부 개혁을 주도한 이종찬이 자세
한 증언을 남겼다. 이종찬은 1980년 2월 9일 전두환 사령관이 중정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의
초청으로 보안사의 허화평 비서실장, 허삼수 인사처장, 이학봉 수사처장 등과 처음 만나 중앙정보부 개혁을 논의했
다. 그 후 이들과 여러 번의 검토 회의를 가진 후 3월 12일 중앙정보부 개혁안을 만들어 권정달 정보처장을 통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전달했다. 당시 신군부의 중앙정보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
장에 취임할 때 남긴 말에 잘 담겨져 있다. 전두환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20년간 국가보위를 위해 애쓰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앙정보부는 월권과 이권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부장직에 있던 자가 외국에 나가 추태를 부리기도 했고, 국내에서 국가원수를 시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되지 말고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내부 정비를 해나가야겠다.
다행히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젊은 요원이 많다고 들었으므로 그들에게 부의 개혁을 기대한다.22)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에 부임한 후 이종찬을 총무국장으로 임명해서 중앙정보부 개혁 임무를 맡겼다. 10․26 직후
부터 중앙정보부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있던 최예섭은 허삼수 대령으로 교체됐다. 이종찬은 전두환에 이어 유학성이
부장으로 부임(7.18)한 후에는 다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여 개혁을 주도했다. 1980년 숨 가쁘게 전개된 권력변
동 과정에서 보안사의 요청으로 중앙정보부를 개혁하는 주무 역할을 이종찬이 대행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 개혁 방
향에 대해 이종찬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1. “부의 모든 사업은 철저히 국가이익을 위해 봉사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국가존립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던 반면 우리는 점차 행정부의 하나로 변모해가고 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투사는 없고 행정가만 남게 되면서 정보기관의 고질병이 생겼다.
22)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이종찬 회고록 1』(한울, 2015), p. 350. 사바크는 이란 정보기관으로 팔레비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
으나 모사드는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 이종찬은 전두환이 부임하기 전 중앙정보부 개혁방안을 건의할 때 이
문구를 보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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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권 안보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보부는 탄생하면서부터 권력 중심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모두가 개인의 영화나 출세를 위해 기관을 이용했을 뿐이다. 김형욱 부장은 가장 악랄하게 중앙정보부를
정권용으로 사용했으나 끝내 국가와 중앙정보부를 배신했다.
3. “국가정보 수집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일선 직원들이 분명하게 목표를 확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무엇 때문에 정보활동을 하는지 확고하게 목표 설정을 해주지 않았다. 이를테면 해외
파견관이 국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공관 내의 비위만 조사해 빈축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4. “정보부에 존안된 정보기록이나 자료를 최대한 이용 가능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 전자정보
존안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인물 존안자료는 형편없이 빈약해 특히 사진자료의 보강이 절실하고,
존안부서의 위상도 높여야 한다.23)

3. 5공 출범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정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신군부는 중앙정보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약칭: 안기부)로 바꾸고 국가안전
기획부법을 1980년 12월 31일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안기부법은 구 중앙정보부법의 직무 범위를 대부분 그대로 수
용했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배제됐다. 부문정보기관에 대한 조정기능은 살려두고 감독권한은 삭
제했다.

감독권한의 폐지와 함께 조정의 방식도 바꿨다. 중앙정보부라는 1개 기관이 조정권한과 감독권한을 모두 행사하던
방식에서 정보수사기관이 함께 모여 국가적 정보현안을 풀어가는 협의체 방식을 도입했다. 정보수사기관간의 협조체
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정보판단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정보조정협의
회 제도가 그 산물이다. 정보조정협의회의 임무는 그 이전 중앙정보부의 정보위원회 임무와 유사했다. ① 국가정보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중장기 정보판단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운영상 조정을 요
하는 사항이 정보조정협의회의 설치목적이었다.

중앙정보부 시기 조정기구인 정보위원회의 구성인원이 각 부처 실무책임자인 국장급이었던데 비해 정보조정협의회
의 참여 인원은 각 부처 장관급으로부터 국장급, 과장급까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원장은 안기부장이, 간사
는 안기부 기조실장이 맡았다. 장관급 모임의 아래에는 각 부처 실무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아
래에는 관계부처 실무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과장급 협의회를 두었다. 장관급-국장급-실무과장급의 계층적 협의체가
조직된 것이다.

5공 정부는 정보조정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면서 정보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국가정보정책의 수집
및 정보판단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 제정이유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는 10․26사건을 계기로 위상이 강
화된 보안사가 중앙정보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정보활동을 전개하려던 복안도 개입되어 있었다. 관련 부처 간 협조체
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제 5·6 공화국 시기에는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정책
이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5공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인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지낸 장세동은 1988년 언론과의 대담에서 이 두 기관장이 여
러 정부조직을 가동시키는 사령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장만 깨어있으면 비상시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표현

23) 위의 책, pp. 38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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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다.24) 당시 안기부장이 정보조정협의회 권한을 국가위기 관리에 매우 유효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보조정협의회 규정을 바탕으로 5․6공 정부 당시 국가정보 조정 운영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25)

< 정보조정협의회 운영 체계 >

위원장
위원(장관)
간사

정보조정 협의회
안기부장
외무,내무,법무,국방,문화공보
*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안기부 기조실장
⇓

실무 협의회
위원장
안기부 차장
위원(실무국장급)
협의회 소속 부처의 국장급
간사
안기부 실무국장
⇓

실무 과장급 회의
4.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 통제장치 강화

1993년 2월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와 함께 군 장성
출신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들과 자신을 차
별화시키는 과거청산 정책을 펼쳤다. 그 일환으로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조치들이 추진됐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조정협의회 제도의 폐지이다.

정보조정협의회 제도가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효율적 기제로 작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억제하는 탄압기
구라는 부정적 여론을 반영해 이를 소멸시킨 것이다. 1987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조정협의회제도에 많은 비
판이 제기됐다. “안기부가 각 행정부처에 정보관(과거 조정관)을 파견하여 이른바 행정조정이란 것을 하고 있고 이것
이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관계기관 시국 대책회의의 형태로서 초법률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비난이었다.26) 이러한
부정여론을 반영, 여야 정치인이 장기간 논의 끝에 1994년 1월 안기부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정보조정협의회규정을
폐지했다. 이로써 안기부가 국가 주요 정보정책과 관련해 여타 부처 관계자를 소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실됐
다. 정보조정협의회 제도 폐지와 함께 행정부처에 대한 안기부의 보안감사제도도 폐지됐다. 그 외 안기부의 정치개
입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정무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정치관여행위와 직권남용행위를 구체적으로 안기부법에
적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27) 또한, 국회가 합법적으로 안기부를 통제할 수
24) 장세동, '최초 인터뷰 장세동 증언 11시간', 월간조선, 1988년 11월호.
25) 정주진, 「신안보 위협정보 통합조정체계 발전에 관한 소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신안보연구』 제1권 1호(2016년 여름),
pp. 123-136.부분 재정리.
26) 조갑제, 『국가안전기획부』(조선일보사, 1989), p. 67.
27)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신설하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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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에 상시적으로 안기부를 통제하기 위한 정보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했다. 다만, 탈냉
전 시기 신안보 위협의 확산을 반영해 안기부의 국내보안정보 업무범위에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세 분야가
추가됐다. 대공, 대정부전복 등 두 분야에 국한되어오던 국내보안정보 범위가 다섯 분야로 확대된 것이다.28)

김영삼 정부 때 단행된 안기부법 개정 가운데 정보조정협의회 제도의 폐지는 그 후 국가위기 정보를 관리하는데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관계부처가 모여 긴급한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자체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었다는 '혐의'
로 언론에 매도당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정원 관계자의 대책회의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국정
원 관계자가 참여할 경우 그 모임은 비민주적, 보수회귀적 관계기관대책회의로 전락하게 된다. 그에 따라 자연히 관
계부처가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정보를 공유해야만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책회의를 여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
가 행정부에 자리 잡게 된다. 대책을 논의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요소인 국가정보를 배제한 채 관계기관 관련
자들이 모이는 부실한 대책회의만 반복됐다. 그 결과 많은 국가위기가 일어났다.

김영삼 정부 말기 일어난 국가부도 사태를 정보조정협의회와 같은 국가 구심점의 상실로 보는 시각도 있다.29) 국
가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심점의 상실이 국가부도까지 치달은 국가관리 마비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
다. 과거 정보조정협의회 제도처럼 국가위기 발생 시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신속히 모여 수집된 정보를 놓고 대응책
을 논의하는 체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국가부도사태라는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보조
정협의회 제도가 문제가 있을 경우 그를 대체할 다른 수단을 마련한 후 그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대체수단을 마련했
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적 조치도 없었다.

IV. 국정원법 전면개정의 정보사적 의미

문재인 정부는 국정 최우선과제로 국정원 적폐청산을 추진했다. 청산해야 할 제일의 국정 목표로 국정원의
적폐를 설정했다. 이러한 국정 목표 아래 국내정보 생산파트 해체, 간첩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해오다 2020년말 국정
원법 전면개정을 통해 그것을 법제화했다. 박정희 정부 출범 이래 60여 년 지속되어온 국가정보구조의 획기적 전환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국정원 개혁의 정보사적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본다.

1. 국내 통치정보 파트 해체

통치정보란 국가최고통치권자가 국가를 경영하는데 사용하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전복을 기도하
는 쿠데타 정보의 수집이 대표적인 통치정보이다. 대통령제 헌정국가에서는 대통령, 의원내각제 헌정국가에서는 내각
수상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주의, 복수정당제 등을 국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정
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1-4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1-4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내지 고지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28) 신안보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노무현 정부는 신안보 위협요인을 테러, 사이버보안,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조직범죄, 위
조지폐 거래 등으로 분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pp. 12~14.
29) 월간조선 엮음, 『외환위기 백서 대한민국은 왜 쓰러졌는가?』(서울: 조선일보사, 1999),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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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영원리로 삼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곧 국가최고정책결정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국가최고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는지, 많
은 고민과 검토를 거쳐 어렵게 결정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등등 국가를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가 그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판단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보관들이 그 사용자의 관점에서 역
사와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변화를 올바르게 진단하여 정보를 생산, 통치권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
하다. 조선시대에는 왕들이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정보기관이었던 특무
대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했다. 군사, 치안, 경제 등 부문 부문의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종합․판단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정보기관인 특무대에 통치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특무
대가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보에 의존했다. 그에 따라 특무대가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대통령
의 수준에 맞는 고급정보를 생산하기 어려웠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해서 통치정보를 생산했다. 국내외 정보를 국가
수준에서 종합․판단하는 기능을 중앙정보부가 수행했다. 이러한 통치정보 운영방식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
속 승계되어 왔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의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통치정보를 생산하여 대통령에게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의 국내정보조직과 인원을 해체하고 이 사실을 언론
에 공개했다.30)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찬반논란이 계속되었으나 문
재인 정부는 단호하게 분리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이 정치에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개혁의 명분이었다. 그 후 대통령이 국내 통치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사용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 해외ㆍ북한 전문 정보기관의 탄생

국정원법이 2020년 말 전면 개정될 때 간첩수사권이 폐지됐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간첩수사
권을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이 해외․북한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가 아닌 정보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정보기관은 장면 정부 때 존재했던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유일했
다. 이승만 정부 시기 대한관찰부, 특무대, 경찰은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미 군정 시기 군정을 뒷받침하는
정보수사기관이었던 미 방첩대(CIC)의 조직과 활동방법을 승계한 유산이었다.

5․16 후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은 군사정변에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려는 것이 큰 목적
이었다. 중앙정보부 창설자인 김종필도 이 점을 강조했다. 김종필은 정변 후 2년 7개월간(1961.5-1963.12) 시행된
군정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할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중앙정보부장을 갑자기 물
러나는 바람에 수사권을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30) 국정원은 2017년 6월 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신임원장이 6월 1일 취임식 후 국내정보 담당관제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하여 국정원 내 부처,기관,단체,언론 출입 담당관이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2017년 7월 2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2개의 국을 폐쇄한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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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정원의 정보수사 결합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냉전시기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
은 데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 북한이 1960년대 간첩을 대량 남파하고 1980년대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폭
파사건 등 테러가 잇달으면서 거기에 신속하고 비밀리 대응해야하는 정보수사 결합구조가 많은 효용을 발휘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수사권
을 폐지한 것은 민주화과정에서의 비판여론을 수렴해서 제도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순기능적 선순환
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역기능적 악순환을 계속 일으킬 것인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간첩수사
권을 인수받는 경찰이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간첩수사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3. 사이버 정보활동 관련 법규 미흡

현재 지구는 과거 자연 그대로의 ‘물리적 행성(제1의 지구)’에서 인터넷의 탄생으로 연결성이 확장된 ‘사이
버 행성(제2의 지구)’으로 진화된 데이어 IoT, 빅데이터, AI혁명으로 다시 한번 진화되는 ‘디지털 행성(제3의 지구)’
시대를 맞고 있다. 디지털 행성에서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스마티즌(Smartizen), 5세
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가입자, 스마트 디바이스 및 스마트 센서들의 범위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초거대 디
지털 생태계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31) 1990년대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공간이 창출된 이래 불과 30년 만에 물
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사물이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 없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소통
하고 상호작용하는 만물 인터넷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사
회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개인, 기업, 국가 수준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기
존의 법․제도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가정보활동 역시 그러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활동은 공공․민간 부분이 제각각 분리된 상태로 독립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사전 탐지, 조기 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공간상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
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사이버행성(제2의 지구)’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마무리하고 ‘디지털행성(제3의 지구)’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디지털행성’ 시대에 대한 대비는 고사하고, ‘사이버 행성’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도 부
진한 실정이다.

2021.4.11.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총 8건의 국정원법 개정안, 사이버안보기본법안 등이 계류되어 있는데 조태
용 의원 등 27인이 발의(2020.6.30.)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
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업무를 수
행할 것을 중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 등 15인이 발의(2021.2.18.)한 국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사
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2015년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처럼 우리나라도 국
정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지표 및 방어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
향으로 국정원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이버 행성’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러
한 법률들이 여야 합의하에 하루빨리 제개정되어야한다.

31) 심진보․최병철․노유나․하영욱,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서울: 콘덴츠하다, 2017),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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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략적 통신감시’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7조 1항 2호)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
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통신 제한조치가 가능하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 보호 차원의 소극적 통신 제한조치로서 독일 BND법 6조처럼 적극적인 ‘전략적
통신감시’를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32)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는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없을지라도 상시적으로 통
신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33) 따라서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독일 BND법, 영국 수사권강화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
처럼 우리나라도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통신감시’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정원법 개정 혹은 별도 입법을 통해 조속히 마련해야겠다.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원법은 제정 이래 네 번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다. ① 5.16군정에서 민정
으로 이양되는 시기, ② 10.26사건 직후에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 ③ 김영삼 정부 출범 초, ④ 문재인 정부
시기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번은 집권세력 내부에서의 셀프개혁이었다. 그에 따라 집권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국민들
의 비판을 희석시키는 미온적 개혁이었다. 그에 비해 뒤의 두 번은 국정원 외부에서의 타율적 개혁이었다. 그 결과
후반 두 번의 개혁과정에서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정보기능의 폐지, 간첩수사권의 폐지 등 국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조치
가 단행됐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앞으로 국가정보활동의 방향에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국가정보발전의 초석이 되는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정보의 퇴행
을 초래한 선택이었는지는 좀더 많은 경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박정희 정부가 출범
초기 선택해서 밟아온 경로와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정희 패러다임을 벗어난
것이다.

새롭게 걷고 있는 이 길이 긍정의 방향인지, 아니면 부정적 결과를 낳을지 무척 궁금해진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
민들의 직접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선출된 민주정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경우 그에 대
한 상당부분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미래
역사가들에 의해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의 진보를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

32) 독일은 2016년 12월 23일 BND법에 해외통신첩보(Ausland-Ausland-Fernmeldeaufklärung) 조항(6조)을 신설했다. 독일 국내에서 기술장
비를 통해 전자통신네트워크상 외국에서 외국인간 이루어지는 통신을 수집할 수있는 규정이다. 전략적 통신감시(Strategische
Fernmeldeüberwachung)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전략적 통신감시는 특정한 개별사안을 전제하거나 특정 혐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혐의가 없을지라도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정보를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 독일에서 전략적 통신감시는 연방정보국만 가능하며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수행되다가 BND법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정문식․정호경, 「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 2016년, 2017년 연방정보원법(BNDG) 개정내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6집 제4호』, 2019, p. 17.
33) 여기서 ‘사이버안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존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정보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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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탈냉전이후 글로벌 안보환경은 전통적 안보위협요소로부터 테러, 환경, 보건위기까지 다양한 위협요소들
을 부각시키면서 안보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글로벌 안보의제와 관심은 다양하게
변하였고 안보의 대상도 국가, 사회, 개인으로 확장되었다. 9.11 테러 이후 글로벌 위협으로 테러리즘이 새로 부각
되면서 한때 테러위협에 대한 사회안보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지만 최근에는 환경과 보건문제가 중요해
지면서 국민 개개인의 안녕과 건강을 중시하는 신흥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혹자는 이런 안보위협요소의 다양화
및 안보대상과 위협주체의 다변화 현상을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또는 “新안보(New Security)”로 규정하
면서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도래에 주목한다. 즉 “주적 개념의 부재, 예측불가능성, 위협의 사회적 구성, 지구적
파급력”으로 대변되는 新안보위협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안보론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안
보취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新안보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가안보의 첨병인 국
가정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추론해보고 그런 추론을 토대로 국가정보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살펴본다: ①신
안보시대 적극적인 국익수호기관으로써 국가정보의 역할 모색, ②글로벌 패권경쟁 시대 불안정한 대외정세에 대비
한 자율적 정보역량의 강화, ③국민국가의 시대 국가정보의 민주성 및 책임성 강화, ④분산된 정보역량의 통합 및
강력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⑤정보와 대응의 동시성 구현을 위해 일원화된 정보업무시스템 구축, ⑥정보법 관련
미비한 정보 법제의 정비 및 개선, ⑦신안보 시대의 정보환경에 부응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등이다. 본 연구가 우
리 정보조직이 정보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신안보시대의 도래로 대내외 정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새로운 국가정
보 비전과 방향에 맞게 미흡한 정보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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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탈냉전이후 글로벌 안보환경은 전통적 안보위협요소로부터 테러, 환경, 보건위기까지 다양한 위협요소들
을 부각시키면서 안보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글로벌 안보의제와 관심은 다양하게
변하였고 안보의 대상도 국가, 사회, 개인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시작으로 테러리즘이 부
각되면서 한때 테러위협에 대한 사회안보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지만 최근에는 환경과 보건문제가 중요
해지면서 국민 개개인의 안녕과 건강을 중시하는 국민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혹자는 이런 안보위협요
소의 다양화 및 안보대상과 위협주체의 다변화 현상을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또는 “新안보(New
Security)”로 규정하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도래에 대해 주목한다. 즉 “주적 개념의 부재, 예측
불가능성, 위협의 사회적 구성, 지구적 파급력”으로 대변되는 新 안보위협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안
보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안보취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논리가 타당하든
아니든, 새로운 안보위협요소와 위협대상 및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안보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정보활
동의 영역과 목표, 수단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新안보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가안보의 첨병인 국가정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
엇인지 추론해보고 그런 추론과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연구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新안보시대 국가정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방법
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문헌고찰방식(Descriptive Study)이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안보패러다임의 변화가
“新안보 시대의 도래”를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된 안보론들과 안보개념들에 대한 문
헌들을 살펴 볼 것이다. 이어서 “新 안보시대”가 시사하는 안보환경의 특징과 이에 따른 정보활동의 변화를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국가정보의 역할 및 기능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신안보패러다임의 상황
적 특징과 시대적 요청에 조응한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발전 방향의 모색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
존할 수밖에 없으며 연구자의 개인적인 추론(reasoning)방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글로벌 안보 및 정보환경
의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사회적 과제와 요청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정보의 새로운 역할 모색에 대해 소수의 연구
자 의견에 근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이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연구의 한계 상 저자의 일방
적 추론에 근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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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新안보 시대의 도래와 정보환경의 변화

1. 안보패러다임의 변화와 新안보의 부상

일반적으로 안보라는 개념은 특정한 국제현상을 원인과 결과의 견지에서 설명하는 인과관계 이론(Causal
Theory)이 아니다. 안보개념들이 기존 이론의 전제하에 구성되거나 사실의 관찰을 반영하긴 하지만, 대체로 안보
개념들은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믿음체계(belief system)와 근사(近似)하다. 이론적 성향의 견지에서 볼 때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은 현실주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즉, 국제정치학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인 현실주의는
국가사회를 무정부상태로서 인식, 약육강식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냉엄한 현실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외부위협에 대한 자국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안보강화차원에서 자조(selp-help)를 통한 군사력 강화가
절대적인 가치이며 세력균형, 패권추구, 타협정책(Accommodation) 등이 안보정책 처방이다.1) 반면에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라는 현실주의 논리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무정부상태이고
국가행위자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물리적인 힘(Power)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상황
이 국제정치의 이해에 더 적실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의 상황을 주목하는 자
유주의는 외교이슈 간 연계성의 활용과 다양한 정책수단의 강구(안보와 경제의 연계성 이용)를 강조하면서 안보론
적 관점에서 집단안보체제 및 협력안보를 처방한다.2) 급진주의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국제사회
를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보기보다는 국제체제의 계급구조측면에서 바라본다. 거대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The
World-Economy System) 내에서 선진 중심부지역이 저개발 주변부 지역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이용하는 경제적
종속상황과 불평등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체제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하는데, 특별한 안보론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굳이 안보적 관련성을 찾는다면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수단인 국가의 안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변부 지
역이나 노동의 운명과 그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 여기에 가장 늦게 구미학계에 등장한 구성주의
시각은 국제관계에서 물리적 힘의 작용보다 관념의 힘을 강조하여 기존의 시각이 아닌 신사고로 전쟁과 대립보다
는 협력과 신뢰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을 기대한다.4) 즉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자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써 행위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도 당시의 국제규범, 지배적 사고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5) 사회적 구성물로서
규범의 역할은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행위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행동은 제한하고 특별한 행동은 허용 또는
촉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6) 이 구성주의 시각은 안보담론에 있어 인식론의 중요성울 깨닫게 해주며 모든 국가의
군비증강이 문제가 아니라 왜 적국의 군비증강이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론적 기제가 중요함을, 즉
위협의 인식은 관념에 기초함을 강조한다.7)
1)
2)
3)
4)

이동선,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2009.,8.29. 이화여대 ECC.
이근욱,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2009.,8.29. 이화여대 ECC.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우리는 힘의 본 보기(the example of power)를 통해서가 아닌 보기의 힘을(the power of the
example) 통해서 다시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표현하였는데 이런 식의 사고가 전형적인 구성주의적 국제
정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5) 최종건,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안전보장,” 『2009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2009.,8.29. 이화여대 ECC. 구성주의 시각
에서 보면 냉전의 종식을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시각에서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고르바쵸프를 포함한 당시의 신세대 지
도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킨 신사고(New Thinking)의 역할이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6) 즉 축구에서 발은 사용하되 손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한 태클은 경고 또는 퇴장, 인권차원에서 난민학살은 국제적 비난 및
제재를 받고, 환경파괴나 오염도 통제되며 중동의 재스민 사태처럼 국내정치탄압, 박해도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글 최종건(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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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보담론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안보수준에 따른 안보딜레마이다. 즉 안보수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체제안보, 국가안보, 사회안보, 개인안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안보수준을 만
족시키기 어려운 긴장관계가 초래된다.8) 만약에 현재의 세계체제 안보에 중요한 안보위협이 체제 내에서의 핵확산
과 국제테러의 확산문제라면 국가안보차원에서는 당면한 국가적 위협-영토분쟁, 침략 대응-이 될 수 있으며 개인
안보차원에서는 국민개인과 직접 연계된 문제로서 국민의 물리적 안전과 자율성의 유지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을 징병하여 전쟁에 나서게 하면 그 국가안보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위
협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서야하는 국민들의 개인안보는 희생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임의로 조장한 탄압, 폭력, 간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생명재산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연 어느 안보수준이 우선적이어야 하는 것인가가 딜레마가 된다. 이처럼 대략적으로 살펴보더
라도 여러 가지 수준의 안보에서 상호 긴장관계가 조성되며 안보딜레마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는 안보론 중의 하나는 ‘국가안보’에서 벗어난 ‘인간안보론(human security)’이다. 사
실 이 ‘인간안보론’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1994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나타난
개념이다.9) 이 개념의 발전에는 비판이론연구(critical theory)의 기여가 큰 데 그 핵심요지는 인간개발 및 발전에
저해가 되는 모든 요소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간안보론의 긍정적인 취지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간안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1990년대 국제사회의 보스니아 내전 개입사례 및 중동의 쟈스민 혁명
개입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신 국제주의
(Neo-Internationalism)라는 이름하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약소국 내정간섭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보개념은 행위자의 유형별로 분류될 수 있는데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국가안보론은 사실 상 ‘절대
안보론’으로서 적대국의 희생과 파괴, 약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며 자유주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집단안
보론’은 상호안보적인 개념으로서 타국의 안보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서 자국의 안보목표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10) 이러한 차원에서 상호안보론은 최근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안보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안보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공동안보론’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안보위협과 인식을 공동
으로 하여 세계안보를 추구해야한다는 구성주의 시각에 가까운 ‘세계안보론(World Security)’은 기본적으로 안보위
협의 인식이나 안보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론과 상당히 유사한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94년 마이클 클레어와 다니엘 토마스(Michael Klare and Daniel Thomas,)에 의해 발표된 세계안보론의 핵심요
지는 공동안보와 포괄안보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시민들이 공동으로 행위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고 지켜나
가면서 국가안보론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으로서 주요 행동강령으로 상호호혜성, 형평성, 환경유지성, 민주화, 탈
군사화 등을 제안한다.11) 대안안보론으로서 세계안보론이 주장하는 공동안보론은 과거 안보개념의 주체인 국가의
이익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개개인의 안전을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복지
를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며 여기에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은 군사안보의 영역에서
7) 이들 국제정치이론들은 안보위협의 대응방안에 다른 시각과 처방을 가능케 한다. 즉 현실주의가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
사력 증강이나 군사적 우위 확보위한 목적으로 설명하고 남한의 핵억지력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한다면 구성주의는 북한의 핵개발이
자체 안보위협의 대응차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인식, 국제적으로 북한의 위협인식요소를 제거해주고 NPT 체제복귀를 통한 핵폐기방안을
설득할 것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최종건(2009)을 참조할 것..
8) patrick Morgan 저, 민병오 역, 『국제안보: 쟁점과 해결』, (명인문화사, 2011).
9) 안보개념의 정의와 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한용섭, 『한반도평화와 군비통제』, 박영사, 2004.를 참조할 것.
10) 이에 대해서는 한용섭(2004)를 참조할 것.
11) Michael Klare and Daniel Thomas, World Security: Challenges for a New Century, New York: St.Martin's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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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복지․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군사안보개념은 너무 협의적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안보
이상으로 자국의 국민을 해롭게 하거나 복지에 위협이 되는 모든 환경적 위험, 경제적 박탈, 사회적 위협요소로부
터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12) 이 두 안보론은 기존의 국가안보 중심적인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벗어
나 인간 개개인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이상주의적 개념이다.13) 즉 과거 냉전시대 동․서 대결 구조 하
에서는 적대국과 우방국의 편가르기 식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여 군사안보우선 논리를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이러
한 대결지향적인 안보논리는 강대국중심으로 짜여진 세계 기득권 질서와 군사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경제․복지문
제보다 군사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냉전 식 안보논리로서 국지전이 증가하고 경제․문화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따
라 많은 쟁점에서의 조정과 협력이 중시되는 탈냉전시대의 안보이론으로는 적실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14) 따라
서, 이러한 공동안보와 포괄안보의 개념에서 본다면, 특정지역의 안보증대는 기존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
중심적인 논리에서 세계이익(World Interests)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각국의 대외정책도 한 국가의 편협한 국
익추구에서 다른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추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결국 각국들이 대외정책의 기조를 자
국이익중심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들의 공동이익 내에서 자국의 이익이 조정되고 수렴되
도록 추진되어야함을 의미하는데, 작금의 미ˑ중 글로벌 패권경쟁의 심화와 보호무역질서로의 회귀성향을 고려한다
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다. 즉, 세계안보론의 경우 각국의 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편협한 국수주의, 적
대적 민족주의, 경제적 보호주의, 군사모험주의를 지양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범화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준수를 제안하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反중국 국제연대의
결성과 첨예한 보호무역주의 만연을 볼 때 국가중심적인 안보인식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15)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또는 신안보론(new security)의 주장은 안보영역과 관련해서는 이런 포괄안보론과
유사하지만 안보수준에서는 기존의 국가안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신 안보는 전통안보와 대비되는 개
념으로 전통안보가 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안보개념으로 ‘국가’를 주체로 하고 군사력을 주요 수단으로로 사용하는
데 비해 신안보는 탈냉전이후 세계화와 민주화의 확산 및 정보와의 급속한 진전으로 초래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들에 대한 대응을 총칭하는 것‘으로 기후
변화와 감염병 문제, 식량과 인구문제, 사이버 테러문제, 에너지 문제 등 생활밀착형 위협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16) 신흥안보는 “기존의 군사력위주의 전통안보나 비 전통안보와 달리 소규모 안전문제가 특정환경
아래에서 적극적 대규모 안보문제가” 가 되는 것이다.17) 이것은 세계화의 확산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 통
합이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국제기구와 세계시민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던 자유주의적 전망과는 많
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들간의 경제ㆍ사회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오존층 파괴 및
환경오염, 자원고갈, 감염병 확산 등등의 문제는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비전통적 영역으로 안보의 영역과 범위를

12) Michael Klare and Daniel Thomas(1994).
13)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어 새로운 개념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1863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부
터 시작한 국제적십자의 규약과 모든 국가들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국민들의 안전도 보호해야한다고 규정한 국제유엔 헌장의 정
신에 기초하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초 세계질서가 국가들 간의 긴장 및 대립으로 첨예하게 전개된 냉전상황에서 탈냉전상황으로 바뀌면
서 새로운 안보관으로서 공동안보론(Common Security), 협력안보론(Cooperative Security) 등의 대체 안보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대안적 안보론으로서 인간안보론(Human Security)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한용섭, 『한
반도평화와 군비통제』, (박영사, 2004).를 참조할 것.
14) 과거의 군사안보에 편향되어 군사력증대를 통한 제로-섬식의 군사안보로부터 경제ㆍ사회ㆍ환경 전반에 걸쳐 조정과 협력을 통한 논제로
-섬식의 복지 안보로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며 특정 강대국과의 쌍무적 관계를 통한 동맹안보로부터 여러 국가들과의 다자적 관계확립을
통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로의 발상전환을 촉구한다.
15). 앞의 책, pp. 379-394.
16)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년 신안보위협 전망, 이슈 브리프」, 2018.
17) 김상배, 「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스: 세로운 안보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5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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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히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자유주의 안보론이나 구성주의 안보론의 처방처럼 모든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
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 안보이슈가 무엇이 되었든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안보문제에서 국가
의 중심적 역할과 위상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나타나듯이 강대국 간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며 기술 및 경제문제에서 강대국 간의 경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
응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이기적 행태와 국익중심적 인식은 여전하며 강대국들의 자국중심적 행태가 변할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렵다. 신안보는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다.

2. 新안보 시대의 특징과 정보환경의 변화
“新안보”개념과 관련하여 오일석은 “자연발생적이며 상대적으로 예측이 불가하고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부터 개인과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신안보위협의 특징으로 “주적 개념의 부재, 예측불가
능성, 위협의 사회적 구성, 지구적 파급력”으로 설명하고 있다.18) 즉, 신안보위협의 특징은 예측하기 어려운 잠재
적 위협, 평상 시 무관심 영역과 실재적이고 현재적인 생활밀착형 안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2020
년 국가안보전약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신 안보 리뷰”에서 권택광은 신안보위협의 특징으로 “잠재성ˑ불가측성,
초국경성, 패러다임 시프트ˑ양질전화, 연계성” 등을 주목하면서 이러한 안보위협의 유형을 자연환경(환경안보), 사
회변동(인간안보), 과학기술(기술안보)로 분류한다.19) 그러나, 앞의 안보담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 안보의 개념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며 기존의 안보담론에서 최근의 상황적 변화를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려는 시도
에 가깝다. 즉, 기후환경이나 보건, 식량문제에 대한 안보적 관심은 기존의 포괄안보 개념의 범위와 겹치는 것이며
대테러 및 난민문제 역시 사회안녕 및 질서 유지와 교차되는 영역이지만 기존의 포괄안보론과는 인식론적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최근 “신안보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이버안보는 포괄안보론과 연관짓는 것이 어색하며 글로벌
공급망 보호와 핵심가치보호문제도 명확하게 연관짓는 것이 어렵다. 게다가 포괄안보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신흥안
보(emerging security)개념이 다른 것은 안보위협의 주체에 있기보다 안보수준과 안보대상의 차원에서 다르다. 즉,
포괄안보론의 안보수준은 “국가”에 있지 않고 “글로벌 체제”에 있으며 보호해야 할 안보 대상이 특정 국가가 아닌
개인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근 등장한 新안보론의 안보수준은 여전히 기존의 국가사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며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한다. 물론 복지국가의 안보이익차원에서 신안보론 역시 국가이익과 함께 국민
이익의 보호를 강조하지만 포괄안보론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인간안보론”의 명제와는 많이 다르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보다 이상적인 “평화의 세계”와 “인간의 해방”을 꿈꾸었던 과거의 인간안보론 주창자들과 달리 최근의 신 안
보담론은 글로벌 패권경쟁 속에서 점차 심화되는 강대국들의 대결양상을 반영하며 협력안보가 아닌 절대안보론의
논리를 많이 닮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 안보 상황은 어디까지나 우방국 또는 동맹 간의 국제협력만을 상정하며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한 국익 극대화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안보시대의 안보환경 변화가 기존의 이상주의적 안보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
개되고 있지만 그러한 안보성향과 인식은 그 자체로 정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먼저 ‘전통안보’로부터
‘신안보’로의 안보인식전환은 기존의 군사안보위협이 아닌 테러, 환경, 보건 및 자원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게 하면
서 정보활동의 영역과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탈냉전상황의 전개는 서방 정보
기관의 정보목표와 우선순위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냉전 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정보목표가 적대적인 공산국가
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탈냉전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의제의 부상은 정보목표의 명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정보
18) 오일석, “코로나 이후 신 안보위협과 대응전략,” 한국경호경비학회(202), Vol.64., pp. 117-135.
19) 권택광, 「2020 글로벌 신안보 Review」,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1.03.21.),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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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우선순위도 테러, 환경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경합되게 만들었다.20) 신안보의 시대에 정보기관은 정
보의제가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정보목표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국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정보목
표가 되었다.21)

또한 신안보시대의 안보위협은 과거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외향적 위협과 달리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여 사회
의 내구성(사회질서 및 가치보호)과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특징이 있다. 즉 전통안보 상황에서는 특정 적대국의 군
사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었는데 신안보의 경우, 테러리즘과 같이 국내로 파급되는 국내안보적 요소에
집중되면서 정보공동체 내에 정보활동의 영역과 책임에 대한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22) 미국의 경우 FBI와
CIA, 국토안보부 간에 테러문제와 관련 정보활동의 범위와 영역문제를 야기하면서 정보기구들 간에 정보공유문제
를 새로운 정보개혁과제로 부각시키기도 하였다.23)

게다가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초국가적인 위협(Transnational threats)의 등장은 위협의 주체, 대
상과 범위, 대응방식 등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전통안보 시대의 정보활동과는 다른 대응방식을 요구한다.
즉, 과거에는 주로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였지만 안보위협의 주체가 개인, 이익집단, 기
업, 테러리스트 등으로 다양하게 변하면서 정보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고 다양화되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
한 대응방식도 기존의 군사안보적 대응형태와 다른 방식이 더 효과적이게 되었다.24) 기존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
한 대응이 주로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것이므로 동맹관계나 세력균형, 집단안보 등의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이 중심이
되었으나 국제테러, 마약, 전염병 확산, 환경오염과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대응방식도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정보공조체제의 구축이 더 효과적이게 된
것이다.25)

여기에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소위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만큼 개인이나 사회⋅국가 모두 인
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장도 없고 소리도 없는” 사이버테러, 사이버범
죄, 정보전쟁에 대비한 온라인 사이버안보문제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였다.26) 요컨대 정보기술이 사회전반
에 사용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서 취약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접근, 바이러스확산, 서비스거부 공
격, 사회 공학적 공격”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에 계획된 악의적 공격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대상과 장
소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새로운 안보위협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27) 특히 소셜 미디어 및 새로운 정보
통신매체들의 융합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될 정보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과 무기체
계간의 융합을 넘어서서 테러리즘이나 전쟁과 같은 위협의 속성, 범위와 강도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비한 방첩역량의 강화를 중요한 정보과제로 부각되게 만든다.28) 반면에 방첩활동과 관련하여 정보활동의 증대
및 범위 확대문제는 시민들에게 기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감시의 강화요구로
나타나기도 한다.29)
20)
21)
22)
23)
24)
25)
26)
27)

김계동, 『국가정보: 비밀에서 정책까지』,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325.
위의 책, p. 325.
허태회(2014), pp. 224-227.
허태회, “대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방첩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제문제연구』, 제10권 4호 (2010), pp.77-110.
허태회(2010), pp. 77-110.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영사, 2006), pp. 387-389.
권문택, “유비쿼터스시대의 사이버안전대책,”『제5회 사이버테러정보전 컨퍼런스 2004 논문집』,위의 글, 참조..
국가안보영역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경제,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안보역량이 국가경제력에 크게 좌우되며 국가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볼 때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8) 허태회, 이상호, 장노순, “21세기 현대 정보전의 실체와 한국의 전략과제,” 『국가전략』제 10권 2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4),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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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新안보 시대의 국가정보 역할과 발전방향

1. 新안보위협의 부상과 정보활동의 변화
최근의 글로벌 안보환경이 경제, 보건, 사회, 환경, 에너지자원, 사이버안보 등을 아우르는 新안보(New
Security)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정보활동의 영역과 대상도 확대되고 정보기관의 기능 및 역할까지 변하면서 정보생
태계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30) 이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新안보시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
리 국가정보가 직면한 새로운 역할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新 안보환경의 도래
로 인한 정보활동의 변화로써 먼저 주목해야할 것은 정보활동의 영역과 범위의 급격한 확대이다. 즉, 기존의 전통
적 안보위협에서 여러 가지 신흥안보위협이 부각되면서 안보위협 요소의 다양화에 따른 정보활동의 영역 및 범위
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국가생존에 사활적인 전통안보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보활동 역시
제한적이었으며 군사안보위협에만 국한되었으나 이제 “경제, 보건, 사회, 환경, 에너지/자원, 사이버안보”에 이르기
까지 많은 위협요소를 다루어야 하므로 정보활동 영역과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 것이다. 이런 정보활동의 변화는
먼저 정보수집의 범위와 영역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수집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해외 IO들을 포함해 공개정보의 이
용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런 새로운 안보위협요소는 정보수집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지적한다. 전통적 안보위협 중에서도 군사문제의 경우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지만 신흥안보위협
요소들의 경우 대부분이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수집관이 이에 상응한 지식이 없을 경우 수
집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이처럼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들은 처음부터 명료하게 위협의 크기와 속도를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 판단의 어려움이 있으며 위기대응에 있어서도 정보공동체 내에 누가 주무부서이며 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즉 이런 정보활동의 영역과 책임에 대한 혼선으로 인하여 일사불란하
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며 지금 당장 국가안보에 사활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의 내구성(durability) 또는
복원력(resilience)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후에 책임문제를 놓고 유관부서 간에 책임 공방을 벌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수집과 책임문제는 역설적으로 정보기관 간에 정보협력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 게다가 신흥 안보위협의 특징은 국경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초국가적인 위협(Transnational
Threats)성향을 가지고 있기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군사안보 시대의 정보활동과 달리 다른 국가들과의 정보공조가
중요해지게 된다. 이를테면 위협의 주체가 테러범이거나 사이버 해커인 경우 잠재적 피해국가들 간에 상호협력에
근거한 긴밀한 정보공조체제의 구축이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국제 해커들의 공격에
대해 정보공조체제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이런 사례이며 테러범들의 추적을 위해 서방 정보기관들 간에 정보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안보위협에서 여러 가지 신흥안보위협으로 위협요소가 확대되고 그런 요소가 전통적 안보위협의
성격이 아닌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다양하게 확장된다는 것은 방첩업무의 영역과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국가생존에 사활적인 군사안보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정보활동 역시 제한적이었
으며 방첩업무 역시 전통안보위협에 국한되었으나 이제 “경제, 보건, 사회, 환경, 에너지/자원, 사이버안보”에 이르
29) 허태회(2014), pp. 224-227.
30)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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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까지 많은 위협요소를 정보기관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보다 더 포괄적이며 광의적인 사회보호적 차원에
서 방첩업무의 영역과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필요성을 의미한다. 최근에 많은 서방 정보기관들의 정보혁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신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방첩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정치, 외교, 군사, 정보”와 같은 전통적 방첩영역에서 “대테러, 산업보안, 기반시설, 핵심가치,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방첩영역의 포함은 정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야하는 문제로 귀결되면서 방첩역량의 강화를 위해 전
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정보과제가 된다. 이를 테면 산업보안과 같은 첨단 기술유출이나 또는 사이버공격
탐지와 같은 문제는 첨단기술의 이해가 없이는 어려우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문제 역시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정보문제가 점점 더 전문화될 경우에 개인중심의 정보분석 방식보다 팀 위
주의 전문분석체제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최근 서방 정보기관들이 점점 더 이런 “팀 중심 분석시스템”을 개
발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에 역설적이게도 복지국가의 정보기관으로써 이러한 방첩업무의 영역확대와 정보활동의 증대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정보활동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방첩활동과 관련하여 정보활동의 범위와 영역
의 확대로 인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침해 소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 및 감시의
강화요구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서방 정보기관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Coming out”하고 민주적 감
시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깊지 않을 경우 시민들
의 정보기관에 대한 국내 정보활동의 규제강화 및 통제강화요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다.31)

최근 서방 정보기관들의 방첩활동영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이 발생
하는 영역이 거의 다 망라되기 때문에 매우 방대해지고 포괄적인 경향성이 있다. 가장 실무적인 방첩개념을 제시
한 프룬쿤의 경우 방첩을 “적대세력의 침투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비밀정보의 의도하지 않은 누설을 방지하며,
간첩활동, 전복, 사보타지, 테러, 여타 정치적 동기의 폭력으로부터 시설과 대상을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과 장비의
이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방첩개념에 따르면 방첩영역의 범위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보건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장된다.32)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방첩활동 자체가 다른 국가
또는 외부 적대세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쌍대적(dyadic relation)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국제정치적 사
건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방첩은 자연재난이나 재해
로 비롯된 위협상황을 포괄하지 않으며 특정 주체(entity)가 안보나 국익을 손상시킬 분명한 의도 또는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보나 국익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자
연재해나 재난의 상황은 방첩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
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방첩업무개념과 프룬쿤의 실무적 개념에 근거하여 외국의 정보기관 또는 외국
의 적대적 세력에 의한 정보활동으로 부터 지켜야 할 핵심가치 및 국익에 따라 크게 국가안보방첩과 국가이익방
첩으로 나누어 국가안보방첩에는 ➀헌법수호방첩 ②외사안보방첩으로 구분하고 국가이익방첩에는 ①경제산업방첩
과 ②사회방첩을 설정하며 핵심가치 보호로 ①보안 및 사이버 안보 ②대테러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 허태회(2014), pp. 224-227.
32) Hank Prunckun. Counterintelligence Theory and Practice (Rowman & Littlefield, 201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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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안보방첩 ➀헌법수호방첩(헌법적 가치와 주권수호 관련 안보이익 보호)
②외사안보방첩(외교협상 전략 및 동맹정책 등 국가안보이익 보호)
B.국가이익방첩 ①경제산업방첩(경제통상 및 산업활동 등 경제이익 보호)
②사회문화방첩(사회적 안녕 및 문화가치 등 사회적 이익 보호)
C.핵심가치보호 ①보안 및 사이버 안보(핵심 정보 및 기간망 보호).
②대테러(국가 핵심 인사 및 기반시설 보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안보 시대의 방첩업무는 점차 A ⟹ B ⟹ C로 확장되는 경향성이 있으며 기존의
전통안보론 주장과는 달리 A, B, C의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방첩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안보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이익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영토, 주권,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것이고, 반면에 국가이익은 국가의 부 창출이나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국가안
보의 위협에 해당하는 영토, 주권, 헌법 가치의 수호에서 영토는 국방 영역으로 방첩에서도 국방방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권과 헌법 가치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다. 헌법 가치 수호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위협이다. 따라서 국방방첩을 제외한다면, 정
보기구의 국가안보 방첩으로 이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와 대비되는 국가이익은 경제방첩과 사회방첩, 핵심가치 보호 등으로 대별이 된다. 경제방첩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산업과 통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등 경제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방첩에서는
가짜 뉴스 혹은 왜곡 과장된 뉴스를 유포하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정부의 정책수행 및 집행을 어렵게 하여
사회적 이익을 훼손하는 외부세력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나 군사적 분쟁의 가능
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이익의 충돌이 군사안보의 위협에 못지않은 비중과 책임으로 인식되는 추세이
다. 최근 신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은 바로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에 주력하던 정보기관의
역할이 점점 더 국익수호기관의 역할까지 확대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방첩전략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중첩된 영역에서 방첩활동의 중요성과 전략적 의미가 크게 강조되
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이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 혹은 러시아를 상대로 미
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방첩의 핵심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 새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안보이고 공급망
보호이며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것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新안보 시대 국가정보의 역할과 발전 방향

(1) 新안보 시대 적극적인 국익수호기관으로써 국가정보의 역할 모색
신안보시대 새로운 안보위협요소의 등장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당면한 국가적 위협과 위기상황
을 조기에 탐지하고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가정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신안보시대 안보환경의 변화로 초래된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
가정보가 처한 현실적 여건과 상황, 미래 정보아젠다와 정보수요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우리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새로운 국가정보의 역할과 발전 방향의 정립이 중요하다. 최근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너무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당면한 안보위협에만 집중하였다가 정작 더 큰 위협의 부상을 깨닫지 못하고 국력의 쇠퇴를 초래하였다
는 성찰적 시각이 필요하다. 즉, 냉전의 시작과 함께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봉쇄하려고 적국이던 일본을 다시 키우
려고 하였다가 미국의 국내 제조업 기반을 상실하였으며, 70년대 말 신냉전 시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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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을 유도, 자국 시장을 중국에 개방하였다가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추격당하는 상황을 맞이함. 과거의 당면한
군사위협의 대응(threat-based approach)방식의 문제는 정작 중요한 거시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므로 이
제 “기회-중심적(opportunity- oriented)”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보기관도 단순한 국가안
보의 수호자 역할을 넘어 경제이익 증대를 위한 방향의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33)
강대국 간의 군사적 전면전 가능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안보 영역에서의 국익수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 이런 신흥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군사안보위협 못지않게 중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최근 방첩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중첩된 영역에서 방첩활동의 중요성과 전략적 의미가 크게 강조되고 있
음을 상기하여 신흥안보위협에 대비한 방첩역량의 강화와 정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가정
보도 이제 새로 부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산업보안, 사이버 안보 및 공급망 보호에 주력해야 하며
단순한 국가안보기관을 넘어서 전 방위적인 국익수호기관으로의 역할을 도모해 나가야 할 때이다.

(2) 글로벌 패권경쟁 시대 불안정한 동북아정세에 대비한 자율적 정보역량의 강화 모색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미중간의 갈등심화에 따라 우리의 외교 딜레마는 더욱 커질 것이며 주
변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가 더욱 거세질 것인데, 이런 냉혹한 국제적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이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도록 방임해서는 안 된다. 불확실한 국제안보 상황에서 더 이상 한미동맹에만 매달리는 경직된 냉
전식 사고와 외교,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력에만 의존해서는 우리의 안보이익과 국익수호를 담보할 수가 없
다.34) 지나치게 과거의 안보관과 외교패러다임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국제 여건과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정보
혁신을 지향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정보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ˑ중 패권경쟁의 속도가 심상치 않다.
2012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 국가전략보고서에 나타난 “중국의 잠재적 적국”규정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
에[ 들어서는 노골적인 대중국 견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중국식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인도-태평양 전
략”을 수립했던 미국은 이를 “인도-태평양 억지구상”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20121년 국방수권법에는 미국
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反중국 연대”에 가담하도록 제재조치까지 입법화하여 놓았다. “쿼드 플로스”가 시사하듯
미중대결구도에 갇힌 우리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는 커지고 있으며 보수 우경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압박과 견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패권경쟁이 동북아 질서는 물론 한반도 안보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국
들의 견제와 대한반도 영향력 강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운명이 외세에 좌우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한미동맹을 활용해왔지만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
여,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하는 정보예속을 조속히 극복하여 자율적 정보역량의 구축에 주력할 때이다.35)

(3) 국민국가의 시대 국가정보의 민주성 및 책임성 강화 지향
오늘날 국민국가의 시대에서는 정보기관의 존립기반은 국민적 신뢰의 토대 위에 근거하며 정보혁신의 성
공 여부도 국민적 신뢰에 달려 있다. 최근 서방의 정보기관들 대다수가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보의 민
주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이다. 정보화와 민주화의 확산으로 인해 정보기관의 시민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중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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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사드가 막후에서 진단키트와 중국 백신의 확보에 역할을 한 것은 과거의 정보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
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보기관의 역할을 시사함.
34) 이스라엘의 경우, IT 기술의 발달, 냉전 종식과 산업안보의 중요성, 적군과 아군이 모호한 현실 등과 같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논리에 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자세로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며 심지어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과도 사
안별로 정보협력을 하는 실리적인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35)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이용하여 휴민트 역량을 강화한 이스라엘의 모사드, 화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휴민트를 강화하
고 있는 중국, 영연방 소속의 국가들끼리 정보협력을 통해 정보역량을 강화해온 영국처럼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교포들을 이
용한 휴민트 역량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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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정보활동에 대한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NGO)의 감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
이다. 신 안보시대 정보활동의 범위 및 영역이 증대되고 확장되면서 정보활동 증대에 따른 민주적 투명성과 책임성
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구에 대한 정보감독 기능은 주로 의회의 정
보위원회가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감독역량은 그리 충분하지 못하다.36) 선출직인 의원들에게 정보위원회의 활동은
선거홍보에 좋은 재료를 제공하지 못하며 정보업무가 대다수 비밀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중에게 밝힐 수 없는 것들
이 많다. 사실 국가정보의 신뢰회복문제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므로 ‘지속가능한 정보
혁신’을 모색해야 하며 정보의 정치화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나 정권 보위에 집착한다면 권력 남용의 폐해는 물론 심각한 정보실패의 위험성을 내재하므로 정보기관으로서
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한데 군 정보기관을 포함해 모든
정보기관장의 국회 인준 및 임기제 확립37)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계급정년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38)

(4) 분산된 정보역량의 통합 및 강력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모색
21세기 들어 급격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정보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정보의 수집과 저장방법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AI와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정보처리 수단과 분석방법이 정보업무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신흥안보위협요소의 다양화, 정보목표의 다변화, 국외‧국내정보의 초국가적 연계성 등으로 특징되는 국
내정보의 현실과 여건은 민주화 추세와 함께 효율적 정보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정보업무의 효율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해외정보기구들의 정보혁신 노력으로 눈에 띄는 것도 이런 것으로 해외정보와 국
내정보의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분리 또는 분산형 체계를 발전시킨 것이 정보조직 간에 경쟁과 갈등의 심화로 나타
나거나 정보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국가정보를 통합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39), 정보공유 및 정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산하 정보기구 간에 연계를 강화하거나 정보공유센터의 신설을 통해 정보의 통
합성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40) 미국의 경우, 방첩보안센터(NCSC)가 그런 역할을 하며, 영국은
합동테러분석센터(JTAC)를 운영하여 잠재적인 테러 행위를 감시, 분석, 와해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업무
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 부처들을 이끌면서 테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분석·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
론 정보기구의 특성 상 정보공유나 협력이 어려운 점은 이해될 수 있지만, 정보기구 간에 관료주의적 경쟁과 폐쇄성
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실패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과 통
신기술의 발전으로 부처 간 정보공유의 활성화가 점점 더 수월해지고 그 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국가
정보도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정보협력을 통하여 정보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36) 최근에 정보감독위원회(Intelligence Oversight Board, IOB)를 산하에 편입하여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이 헌법 및 각종 법률과 행정명령, 대
통령의 지시에 부합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이에 어긋나는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37)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의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문제는 항상 대통령 측근을 정보기관장에 임명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측근이 아닌 중립성향의 안보 및 정보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만든 것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으로 정보기
관장에 대한 국회 인준장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중요한 것이 정보기관장들의 임기보장을 통해 지속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정보활동을 담보
하는 것임. 프랑스의 경우에도 잦은 정권교체가 있었던 1980년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프랑스 사례는
잦은 정권교체로 인해 정보기관장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보기관장들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자리보전을 위해 자연히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임. 이스라엘의 국내 보안부장의 임기는 5년이며 미국의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인데 우리 국가정보기관장들도 최
소한 3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하여 정보기관의 중립적 역할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치적 중립유지에 중요함.
38)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국정원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이 구시대적인 “계급 정년제”는 직급에 정해진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퇴직하게끔 되어 있어 계급 연한이 닥친 직원으로 하여금 외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권 줄대기를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과거 인사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제도는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과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헌법의 기본권보장과 관련 위헌적 소지가 많은 제도로써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에 매우 중요함.
39) 미국의 경우, 정보의 통합성을 위해 DNI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DNI의 임무 및 역할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그에 따라 산하 정보기구
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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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정보위원회)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40) 미국은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첩보공유환경단(ISE), 국가방첩보안센터(NCTC) 등을 설
립하였는데, 그중에 특히 첩보공유환경단(ISE)은 정보공유를 촉진시키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역할 수행. 영국 역시 종합적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정보분석기구(Joint intelligence organization)을 설치하고 2003년에는 테러위협과 관련 합동테러분석센터(JTAC)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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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와 대응의 동시성 구현을 위해 일원화된 정보업무 시스템의 구축 검토
기본적으로 정보업무는 비밀 및 보안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 정보기관이 “구획
(compartment)의 원칙”에 기반하여 직무를 분담하는 것을 철칙처럼 생각해 왔다. 해외 IO들은 정보를 수집하여 분
석팀에게 넘기고 분석팀은 이런 정보를 가공하여 방첩이나 공작부서에 제공하는 식의 업무분담을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왔다. 그러나 이런 직무분담이 업무구획을 설정하여 비밀이나 보안유지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팀 간에 소통 부족과 몰이해로 인하여 정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거나 부적절한 정보활동으로 귀결되었을 개연성도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구가 수집과 분석의 관계를 일원화하여 분석팀과 수집팀 간의 소통을 활
성화하고 정보생산의 협업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분석팀을 재편하
여 분석팀과 수집부서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전제 분석조직을 9개의 시스템으로 나누
고 내부에 상위 전략팀과 하위 전술팀으로 조직하였는데, 이러한 조직방식은 분석관으로 하여금 단순히 낱개의 여
러 정보 합산물이 아닌 집단적 사고의 정보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분석 팀과 수집부서의 관계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의 관리자로 “정보체계장(a Head of Intelligence System)” 이라는 직제를 만
들어 정보보고서의 생산 및 배포, 업무분장, 그리고 첩보수집의 책임을 지는 한편 수집과 공작을 총괄하는 권한까
지 부여받아 수집관과 분석관 간의 협력을 조율하고 군사, 외교적 공작을 통해 목표달성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첩보가 중간에 생략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41)

(6) 정보 法制의 정비를 통한 정보업무 기반구축 필요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방첩 활동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뒷
받침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미흡하다. 우리 현행실정법의 경우 냉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반국가단체나 적국의
안보위협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가 간 무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으며 적국이 아닌 외국에 의한 안보 위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 형법의 경우 간첩 활동의 대
상과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고 있어서 국가기밀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밀 사항의 경
우에는 처벌규정이 미비하며 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
해 심각한 침해인 경우에도 처벌이 어렵다. 경제방첩과 관련해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침해
행위의 내부 주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외국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외국에서와는
달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통신감청 허가를 받
아도 휴대폰 감청은 불가능하거나 불법수집증거로 전락 할 수 있다.4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는 국정원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관이 사이버테러를 당했을 경우, 피해기관의 신청에 근거하여 조사나 복구 등
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다.

41) 이 정보체계장(HIS)은 분석팀의 관리/감독 권한 외에도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수집에서 분석 및 공작까지 그
가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위험성의 개입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보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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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정보개혁 핵심은 정보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수집부터 함께 작업하여 수집과 분석, 공작을 일원화된 시스템방식으로 정보활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42)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 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 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
한 증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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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新안보 시대의 정보환경에 부응한 선진 정보인프라의 구축
신흥안보위협들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분석은 물
론 정보분석과 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사이버 위협이나 글로발 공급망과 관련된 분야
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지식이 없이는 그 위협의 속도와 크기를 쉽게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전문적인 분야
의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전문가 충원 시스템과 정부 유관부처 간에 효율적인 정보공조체제의 확립이 중
요하다. 게다가 테러, 감염병, 사이버 위협과 같은 신흥안보위협은 초국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방국
이나 잠재적 피해국 간에 긴밀한 정보협력채널이 필요한 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보인프라(Infrastructure)로써
정보역량의 강화에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국가정보의 현실과 여건에 대한 냉철한 상황판단과 방향 인식, 신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선진 국가정보로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인프라의 구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신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정보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①법제적 정보인프라의 개선방안, ②인적 정보인프라의 강화방안, ③물적 정보인프라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전반적인 “국가정보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진 정보 강국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물적 정보인프라를 갖추는 것 이외에도 최적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저비스(Roebrt Jervis)는 훌륭한 정보기관의 전제조건으로 정보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대응하는 변화능력을 역설하면서 국가정보가 다른 부처와 다른 점은 자신의 존재를 무력화하려는 적대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상대의 기만/기습에 대비한 유능하고 혁신적인 정보체계와 정보인프라의 구축
이 중요한데 대부분 정보기구는 상대의 기만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 물적 정보인프라는 물론 인적 정보인프라의 강화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43)

V. 기타 우리나라 국가정보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거시적인 국가정보전략 수립을 위해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설치 필요
점점 어려워지는 대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국내 여건과 상황, 과학기술의 발전추세 및
동향 그리고 미래 정보 수요의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우리 국가정보도 새로운 정보아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의 정
보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정보역량을 혁신해 나가야한다. 더구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당면한 정보목표와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스스로 이런 역할을 자임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구나 정보통제와 관련하여 정보기관의 탈법적 정보활동을 단지 법과 규정을 통해서만 방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보활동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사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평소에는 정보기관 운영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때때로 정보기관의 탈
법활동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될 경우 직접 정보자문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43) 이를테면, 정예요원의 선발 및 개인정보 역량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확
립, 조직원 간에 팀 중심 정보활동의 조직문화 함양 등이 중요하다. 인적 정보자산의 확충 및 강화를 위해 정보교육기관의 선진 정보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교육훈련 강화, 외부 전문인력의 충원 및 과학적 능력의 확충으로 정보 능력 강화, 취약분야(첨단 군사기술 및 마약ㆍ
테러문제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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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분석방법론의 개발 및 활용
해외 정보기관들은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정
보기관들은 되풀이되는 정보실패와 분석의 오류 원인을 분석방법론에서 찾아 소위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라는 분
석방법을 도입하였다. 통상적으로 귀납적 추론방식은 너무 경직된 경향이 있으며 분석관으로 하여금 이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스템적 사고(모든 요소를 포함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44) 최근 미국의 정보학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구조화 분석기
법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정보실패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보실패의 요인으
로 분석관의 개인적인 인지능력이나 추론능력의 문제점을 주목하여 “상상력의 부족”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새로운 분석기법과 방법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여 분석역량의 강화를 위
해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민간 기술정보(TECHINT) 기관인 과학기술정보국(가칭) 신설 검토
미ˑ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국제질서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기술정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정보혁신과제이다. 더구나, 민군 겸용기술 발전시대에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조직을 독
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분야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창의성을 이용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젝
트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선도적인 민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것으로 정찰위성 사업과 관련 군이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국정원을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정보의 선진성을 구
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드론기술의 개발처럼 군사기술과 민간산업 기술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
요가 있으므로 민간과 안보영역을 관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45) 최근 과학기술정보 분
석에 AI, 빅데이터,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로서 다양한 인근 학문의 융·
복합적 추세를 고려할 때 국방부 주도의 과학정보독점보다는 민간과 안보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정보기관이 민간
과 협력하여 과학기술정보 협업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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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45)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AI 기술 및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한 예측정보의 생산을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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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도 기술정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인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가 있어 연방정부 기관의 전산망 보호와 각
종 인터넷 보안이슈 및 암호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주요 보안방첩기관인 헌법보호청 자체에도 과학기술정보 조직과 체계를 구축
하여 급증하는 기술정보 수요에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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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오늘날 우리 국가정보가 처한 대내외 현실은 어느 때보다 엄혹하고 긴박하다.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인한
주변 정세도 불안하며 테러와 사이버, 코로나 위기와 같은 신흥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문제이다. 미·중 글
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정세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테러와 사이버, 감염병 위기 등 신흥위협
의 부상은 국가정보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IT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환경
의 변화를 맞이하여 사이버 위협의 공세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보호와 첨단기술유출이 중요한
정보업무로 부상하였다. 안보위협의 다변화, 정보목표의 다양화, 정보활동영역의 확대와 같은 정보환경의 변화는
국가정보로 하여금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확산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
가 대세이며 우리 국가정보 역시 고강도의 구조혁신과 조직개편을 겪었다. 이제 국정원법의 통과를 끝으로 위축된
조직역량과 미흡한 정보인프라(Infrastructure)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가정보역량의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신안보시대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①신안보시대 적극적인 국익수호기관으로써 국가정보의 역할 모색, ②글로벌 패권경제 시대 불안정한
외부정세에 대비한 자율적 정보역량의 강화, ③국민국가의 시대 국가정보의 민주성 및 책임성 강화, ④분산된 정
보역량의 통합 및 강력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⑤정보와 대응의 동시성 구현을 위해 일원화된 정보업무시스템 구
축, ⑥정보법 관련 미비한 정보 법제의 정비, ⑦신안보 시대 정보환경의 부응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등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저비스(Roebrt Jervis)는 훌륭한 정보기관의 전제조건으로 정보환경의 변화에 신속
히 적응하고 변화하는 혁신능력을 지적하였다. 저비스에 의하면 국가정보가 다른 부처와 다른 점은 자신을 무력화
하려는 적대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상대의 기만/기습에 대비한 유능하고 혁신적인 정보체계의 구축
이 중요한데 대부분 정보기구들은 상대의 기만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은 중요한
위기판단 및 식별과 관련 인지적 편향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보실패를 막기 위해 상대의 기만/기습에 대비하여
유능하고 혁신적인 정보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국가정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는 신안보시대의 도래로 인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해 서짐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며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본 연구가
우리 정보기관이 정보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신안보시대의 도래로 대내외 정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새로운
국가정보비전과 방향을 모색하여 미흡한 정보인프라를 개선하고 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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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o 2020.12 국가정보원법이 통과됨으로써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활동과 수사권 폐지 등으로 정보수사기관에서
정보기관으로 변화하면서 창설 60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o 국정원 조직과 기능의 개편은 정보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하지만, 정보기관이 직면한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안보위협과 더불어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2022 대선의 향배, 정보통제 수위의 제고
등은 국정원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o 이제 국정원은 과거 부정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미래 선진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개혁이 외부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수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2020년 국정원법
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국정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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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 개정의 특징과 평가

1. 대통령 공약 사항의 제도적 완성

o 2020년 국정원 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여당과 국정원
지휘부의 주도로 단행되었다.1)

o 국내정치 개입 및 인권침해 가능성 소지 차단, 사이버·방첩 활동의 법제화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보기관의 기능 약화라는 비판 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정원의 탈정치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2)

2. 보안정보수사기관에서 정보기관으로 전환

o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1961.6)된 지 약 60년 만에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성격이 전환. 방첩 등 일부
국내 정보활동 권한은 유지되고 있으나 대공수사권과 I/O를 통한 정보수집·분석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선진국 정보기관 유형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다.

* 세계정보기관 유형 분류
①완전 분리형 :국내정보 vs 해외정보 vs 수사

② 국내외 정보통합형

③ 국내정보수사 통합형

④ 국내외정보 수사통합형

⑤ 유사정보기관: 국내정보, 해외정보, 수사, 사법(재판), 경찰 및 행정부처 기능

3. 지속 가능한 정보활동 법적 근거 확보
o 국정원 명칭 유지 :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대외안보정보원’을 철회하고 기존의 국정원 명칭을 유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시, 국내방첩활동 및 지부 설치 등 문제와 상충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법 개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o 사이버, 경제방첩 등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정보활동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정보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3)

1) 2020.12 1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라고 밝혔다(검색일: 2021.6.3.).
2) 국정원 개혁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조사권 부여,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이유로 개혁이 부족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등 일부 단체들은 ‘수사권의 폐지는 안보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https://www.peoplepower21.org/ Magazine.검색일: 2021.6.3.).
3) https://www.lawnb.com/Info(검색일 : 2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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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의 정보통제 강화

o 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정원법 제4조 6항)
o 그러나 상기 규정은 현재와 같이 특정 정당의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다수인 경우에만 가능한 관계로 상임위
의석수가 변경될 경우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III. 안보환경 변화와 특징 평가4)

1. 신안보 개념의 확장 : 전통안보와 경제, 안전 등 융합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동맹이 기술동맹이나 경제동맹으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전통안
보에 과학, 경제 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안보의 궁극이 구성원의 안전에 있는 만큼 안전의 문제 또
한 특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회, 국가적 위협으로 증폭되어 국가안보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재난·재해, 사이버테러 및 감염병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표1> 국가안보 유형별 비교
구분

전통안보

포괄안보

위협의 특징

비교적 예측 가능

예측 불가성 증대

안보 유형

군사

적의 범주

국가, 테러단체

주요 안보대상

국가

신안보
예측 불가성, 사회적 구성물,
지구적 파급력

군사 및 사이버,

전염병, 대규모 재난,

경제, 사회, 인권

기후변화, 온실가스

국가, 테러단체, 개인

전통적인 주적 개념과 함께

등 다양한 행위자

개념이 부재한 경우가 혼재

국가, 제도, 인간

인간

4) 다음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작성하였다. 석재왕·오일석, “코로나19이후 신안보 위협과 대응전략,”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4호
(2020), pp.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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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안보의 중요성 부각

코로나19 확산을 직면하는 국가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인간안보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와 성취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생존, 인간다운 삶,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환경, 경제, 군사, 문화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안보주체와 대응방식의 다양화

신종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듯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NGO, 개인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외 다
양한 행위자가 부상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위기 대응과정에서 책무를 수
행하지만, 행위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붕괴되면서 개인, 결사체와 같은 새로운 행위자들의 역할
이 주목받게 되었다(경기연구원 보고서, 2020).5)

4. 국가의 위기 대응력의 중시

전염병 대응과정에서 군사력, 경제력보다는 위기 대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국가는 재난사건에 개입하여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박의 침몰이나 교량이 붕괴되었을 경우 그 원인이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무 기관의 잘못된 정
책 결정이나 부주의, 부패구조에 있다고 본다. 국가의 의무 해태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소송을 제기한
다(노진철, 2010).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위기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경우 국가의 권위는 훼손되
고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5.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 외교적 갈등 심화에도 교역량은 증대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국을 위한 전략으로 세계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 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접근한다.6) 2025년까지 독일, 일본 수준의 세계 제조업 강국 대열에 진입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전까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강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
표를 설정하였다. 중국은 R&D 규모나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을 추월한 수준이다. 경제와 기술 문제가 안보이슈
로 발전하고 영역의 중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2021.1~5월간 양국
의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2.3%나 증가한 것은 과거 냉전기 전통적인 안보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렵
다.7)
미·중 경쟁의 심화는 북핵 비핵화 동력의 약화, 중국의 중화질서 재편과 동북아 군사적 위협 증대 등 우리 안보전
략과 정보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지방정부가 국내 병원이나 기업에 진단키트를 판매를 요청한 것이나 코로나19검사를 직접 의뢰한 것
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경기연구원 보고서, 2020)
6) 제1그룹에는 미국, 제2그룹에는 독일, 일본, 제3그룹에는 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이 포함된다
7) 중국과 인도 간 국경분쟁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5월간 양국의 교역량은 전년동기 대비 70.1% 증대되었다(매경,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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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증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과의 접촉이 차단된 정치인들은 인터넷 방송이나 SNS 및 문자서비스 등 가상 공간을 활용한 의정
활동과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나 대통령에 대한 지
지율 하락에서 보듯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둘러싸고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발
생하고 있다. 실업이 증가하고 효과적인 방역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위기와 함께 보건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리더와 민주
주의 제도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오일석, 2020)

7. 시민사회의 영향력 확대와 투명성 요구 강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진행과 더불어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
다. 이들 단체는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추면서 정보기관의 외부 통제와 개혁, 입법과정에 관
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명성은 조직 운영 및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정보
의 공개와 접근성 요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서 정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IV. 국정원의 발전 방향과 과제

1. Role 모델 정보기관을 설정, 발전 로드맵을 수립ㆍ이행

o 선정 근거 : 민주주의 지표, 탈정치화 수준, 정보활동의 권한과 역량, 법제화 수준, 안보환경,
정보통제 및 평판도 등

o 국내 방첩 Role model : 호주 해외정보기관(AISO)
o 선정 이유 :
- 정보활동 및 권한 : 정보 영장(intelligence warranty), 전자감시, 신문 등
- 통제 : 의회 통제 및 독립 감사관(inspector general), 반기마다 감사결과 대외공개, 야당과 인선 협의
- 법제화 수준 : 관련 법규 총 280여 쪽(인사, 충원, 조직 및 활동 등)
- 탈정치화 : 창설 이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실이 미포착
* 정보위원들 대상 방문을 권유하는 대표적인 정보기관

o 해외공작 Role model : MOSSAD
- 선정 이유 : 1951년 창설 이래 국내정치 불개입(연립정부임에도 불구, 부장 평균 재직기간 6년).
조직의 편성 방식, 탁월한 공작망 부식기법, 고강도 비밀공작(암살, 납치) 수행 능력,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 등
* 그러나 의회나 언론의 정보통제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

54 한국국가정보학회 2021 하계학술회의

o 해외 분석 Role model : CIA
- 선정 이유 : 다양한 분석기법 사용, 다양한 조직 편성 방식(팀 및 계선조직의 융합), 높은 전문성,
낮은 수준의 정보의 정치화, 의회나 IG에 의한 높은 통제와 투명성,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 등

2. 여론 주도층의 신뢰와 후견세력의 확보

o 국정원 우호적 지지 세력이 절대 부족. 과거 불법 활동의 유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정치권, NGO 등 여론 주도층에서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

o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적 태도가 필요
-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은 정권교체 시 정권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
* ‘과거 선배들의 잘못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

o 정치권, 시민단체 및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
- 개혁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o 특히, 국회와 신뢰 및 협조를 강화
- 국회나 정치 경험을 갖춘 인력을 영입, 국회와 관계를 강화

<표2> 국회와 정보기관 간 협력 개선방안(2015, 최평길)
정보위원

주요 내용

공통의견

국가정보기관의 폐쇄적, 독점적 운영지양, 정보위원의
박지원

정략적 정보청취, 의견 개진, 언론 공개방지,

정보유출 차단이 시급한 과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능력 취약 극복이 과제
상호 불신으로 정보기관의 낮은
권영세

정보기관의 국회 불신으로 낮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

정보위의 보안의식이 당리당략으로 미약
황진하

2년마다 위원교체, 위원 및 원내대표 수시교체로

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취약, 통제가 미약

전문성이 취약
주요 정보활동 및 전략 공작 관련 예산심의 필요

신학용

수준의 정보보고

정보위원장과 원내대표의 통제력 취약

총액 예산심의 방식 개선

정보예산의 총액제에서 세부 정보수집, 공작활동,

정보기관의 해외정보, 북한

시설비 등 주요 부문별 예산심사 승인으로 구체적

정보, 국내정보 분리운영

정보통제가 가능하도록 예산 및 제도 개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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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제장치가 다소 정치적이더라도 효용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
- 냉전기 정치개입 등 불법 활동을 자행했던 CIA나 FBI가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했던 이유는
의회의 통제, 일련의 정보통제 장치의 마련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한데 기인

* 1988년 미국 공화당 정부시기 CIA에 대한 정보감사관제도를 도입

<표3> 주요 국가의 중층적 통제 유형
주체

대상

의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정보기관

대통령 또는 수상

행정부처

(독립) 감사관(IG)

비고

미국(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예산관리국), 프랑스(국가정보조정관실),
독일(정보조정관실), 일본(내조실), 호주(국가정보평가실), 이태리(정보차관)
법무부(미국), 내무부(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정보기관),
국방부(프랑스 해외정보기관), 외교부(영국, 호주 정보기관 등)
미국(CIA, FBI, NRO, NGA, NSA)등 55개 기관,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보기관

3. 폐쇄적 조직(정보)문화의 혁신,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감 부여

o 과도할 정도로 신원 및 활동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조직 및 활동 관련 내용은 보안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외부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비밀유지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활동의 성격(방첩과 공작은 비밀유지가 필요)과 비밀유지에 따른 효과성
여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정보 접근(access)과 보안(security)의 균형을 유지(O’Connell, 2011).
* 정보위 위원 및 보좌진, “융통성이 부족하고 답답하다는 느낌”(2021.6.2.)

o 정권교체기마다 구성원들을 과도하게 징벌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구성원들은 지시에 대해 반응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긍심이 성공적인 정보활동과 조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인사, 징계 및 복지 등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감대를 형성.
- 외부와 give and take 인식과 피드백 마인드가 필요

4. 무경험자의 대규모 공채를 축소, 경력직 직원 채용 대폭 확대

o 박사급, 연구소 소속 연구원 및 협회 소속 인력, 변호사, 국제기구 근무경력자 등을 계약직 개념으로 충원.
FBI, CIA, MOSSAD 등 선진정보기관과 같이 평생 직장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음.

o 단기간 내 정보활동 역량 강화 및 퇴직 직원 재취업 등 다양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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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활동적 측면 : 협업과 법제화

가. 행정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정보생산 상설 협업체계를 구축
o 과학기술, 보건 및 경제 분야 업무는 정보기관만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행정부처의 전문성과 법적
토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o 외교부, 행안부, 경찰청, 관세청, 통일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국가안보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국가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NIEs와 같은 유형의 보고서를 작성, 배포

나. 사이버 정보역량 강화

다. 국내 방첩 정보활동 위주로 재편하되 부작용 리스크 철저한 관리
o 국내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와 명분은 확보했으나, 외부에서는 과거 국내정책(치안)정보와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o 법에 근거한 활동으로 인권 침해 시비 방지, 과거 I/O 정보 수집 활동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 인력의
증강은 방첩정보 수요에 따른 결과임을 설명할 필요

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업무 내용을 법제화
o 조직과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 법률에 기초한 정보활동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국회
통제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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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의 정보통제 실태8) >

1. 미국 정보통제 기관(7개)
감사기관

감사독립

Inspector General FBI

부분적

Inspector General CIA

자체

결과보고

정보접근 제한

감사중단

법적근거

시정조치

Yes

법무장관

법무장관

대통령

IG Act 1978

권고

부분적

Yes

CIA국장

CIA국장

대통령

CIA Act 1978

권고

Inspector General NSA

부분적

Yes

NSA국장

대통령

IG Act 1978

권고

Inspector General NGA

부분적

Yes

NGA국장

NGA국장

IG Act 1978

권고

조사기능

국방장관/
DNI
국방장관/
DNI

National

Inspector General for the

Yes

Intelligence Community

Yes

DNI

DNI

대통령

Security Act

권고

1947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House Committee

Yes

Yes

상원

대통령

No

상원결의 400

권고

Yes

Yes

의회/상원

대통령

No

하원결의 658

권고

결과보고

정보접근 제한

감사중단

법적근거

시정조치

2. 영국 정보통제 기관(4개)
감사기관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Intelligence Services
Commissioner

감사독립

Yes

Yes

Yes

자체
조사기능
No

Yes

No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
/의회

Prime Minister

No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sensitive

No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Yes

Commissioner

8) Richardson & Gilmour(2016). pp. 14-19.

No

Prime Minister

No

왕실
추천의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Regulation of
Investigatory

강제

Power Act 2000
Justice and
Security Act
2013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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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정보통제 기관(2개)
감사기관

감사독립

자체
조사기능

Inspector-General
in Intelligence and

Yes

Yes

Security

결과보고

Responsible
Minister

정보접근 제한

감사중단

matters outside

Inspector

Australia or matters

General of

that occurr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Governor
-General

the Act
Responsible

on Intelligence

Intelligence

시정조치

권고

and Security
Act 1986

Minister-sensitive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법적근거

Yes

No

Prime Minister
/의회

and Security

informa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that may

No

Services Act

prejudice national

2001

해당사항
없음

security

4. 뉴질랜드 정보통제 기관(2개)
감사기관

감사독립

자체
조사기능

Yes

Yes

Security

감사중단

Yes

No

Responsible

Minister-information

Governor

Minister

prejudicial to security,

-General

Committee

Prime Minister
/의회

법적근거

시정조치

Inspector

safety or defence

Intelligence and
Security

정보접근 제한
Responsible

Inspector-General
in Intelligence and

결과보고

No

information

Intelligence

권고

and Security
Act 1996
Intelligence

Head of the relevant
agency-sensitive

General of

and Security

해당사항

Committee

없음

Act 1996

5. 독일 정보통제 기관(2개)
감사기관
Parliamentary
Control Panel

감사독립

Yes

자체
조사기능
No

결과보고
Bundestag
(의회)

정보접근 제한

감사중단

Head of the
relevant

No

agency

법적근거

시정조치

Federal Intelligence

해당사항

Activity Act 2009

없음

Act Restricting the
G10 Commission

Privacy of
부분적

No

해당사항 없음

No

-

Correspondence,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rticle 10 Act)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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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덜란드 정보통제 기관(3개)
감사기관

감사독립

자체
조사기능

Intelligence and Security
Review Committee

정보접근 제한

Responsible
Yes

Yes

(CTIVD)
Committee on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결과보고

Ministers/

No

Public

감사중단
Royal
Decree

법적근거

시정조치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권고

Act 2000

Yes

No

의회

-

No

해당사항 없음

-

Yes

No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No

해당사항 없음

-

결과보고

정보접근 제한

감사중단

법적근거

시정조치

Services
Committee on the Interior

7. 남아프리카 정보통제 기관(2개)
감사기관
Inspector General of
Intelligence

Joint Standing Committee
on Intelligence

감사독립

Yes

자체
조사기능
Yes

Responsible
Ministers

Intelligence
No

대통령

부분적

의회

권고

Act 1994
Head of the

Yes

Services Oversight

SSA-sensitive
information

Intelligence
No

Services Oversight
Act 1994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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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국정원 60년 회고 – 법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이길규(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정보기구는 법률의 규정보다는 대통령의 신임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이 비밀활동을
통해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이 비밀이므
로 공개되는 법률이나 시행령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고, 운용 책임자인 대통령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법률이 점차 구체
화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법제는 헌법·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설치의 근거법, 국가정보원법·국가
정보원직원법 등 조직 및 운용의 기본법,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방첩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분야별 국가정보활동 근거법령 등이 있다. 이러한 법제는 국가
안보 현실을 반영하여 적정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연구
하고 검토하는 전문기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운용에 대해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경우 직무 범위, 조직, 정치관여
금지, 정부 기관과의 협조, 예산 회계, 국회의 통제, 처벌규정 등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배경이 무엇이며
안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은 중앙정보부법 제정 이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 주요 기능, 운영실태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2020년 12월 15일 개정되고 202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국내 통치정
보 파트 해체, 해외·북한 전문 정보기관의 탄생, 사이버 정보활동 관련 법규 미흡’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발제문은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 통제장치 강화’를 기술한 이후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은 다루지 않
고 있는데,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등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급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
의 국정원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 ‘국내 통치정
보 파트 해체’라고 주장하였으나 특히 ‘국내 통치정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왕정이나 근대
국가에서 통치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지만, 현대 국가의 국가정보 운영에서는 통
치권을 보좌하는 정보활동은 이미 폐지된지 오래된 일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치정보 조직의 해체라고 평가한다면
개정 이전에는 통치정보 활동이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해외·북한 전문 정보기관 탄생’이라는 표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보와 결합된 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만, 오늘날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 방첩을 제외하고 ‘해외·북한 전문정보기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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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新안보 시대 국가정보의 역할과 발전 방향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국가정보원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정보학회에서 ‘국가정보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의 학
술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저는 제1세션 중 허태회 교수님의 발제인 ‘新안보 시대 국가정보의 역
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허 교수님은 이 분야의 최정상급 학자로서 그간 탁월한 연구를 해오신
분이다. 허 교수님의 문제 제기와 탄탄한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 주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간략히 피력하
고자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합법-비합법,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무한경쟁의
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가정보활동의 전면 쇄신을 강제하고 있다. 이 점에
서 허 교수님의 발제는 국가정보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가 크다고 생각된다.

첫째, 신(新)안보는 안보영역의 확대, 안보와 안보위협 주체의 변화, 안보 수단의 변화 등을 반영한 개념이다.
즉 안보의 영역이 전통적 군사위협에서 테러, 사이버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재난, 환경 등으로 확대되었다.
안보와 안보위협의 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로 확대되었고, 안보의 수단도 인간안
보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안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정보활동도 당연히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과연 안보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여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개혁을 전면 추진하였는데, 발제문에서 이의 평가가 생략된 것이 아쉽다.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서 ‘개악’(改惡)은 ‘대공수사권의 폐지’이다. 첨예한 남북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
의 제1의 임무는 현존하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떠한 안보 사안
도 이를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대남간첩공작 등)을 막아낼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임무
이다. 이것이 박지원 원장이 최근 “간첩을 잡는 일이 국정원의 일”이라고 강조한 배경일 것이다.

셋째, 신(新)안보시대에 국가정보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① 정보시스템(systems)의 전면적 쇄신 ②
정보활동의 주체인 정보요원 행태(behavior)의 쇄신 ③정보환경(environment)의 쇄신 등이 요구된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국가정보기구를 쇄신한다면, 이의 핵심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화하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이나 연계된 정
치권력들은 말로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정보기관을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행태
가 다반사였다. 이의 쇄신이 없는 개혁은 ‘단팥이 없는 단팥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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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지만, 정보요원은 집권자나 특정 정파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념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 세부적 정보활동의 쇄신에 대해서는 동 발제문에서 허 교수님이 제시한 내용을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방첩에서 헌법수호방첩 활동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우리가 국가정보활동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외국 사례는 독일의 헌법보호청(BFV)이다. 헌법보호청은 연방 및
각 주(州)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안전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대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의 극좌주의나 극우주의 활동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극단주의자와
접촉한 행위까지도 정보 수집하여 매년 발행하는 「헌법보호백서」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보호청은 관련 사
안에 대해서는 영장없이도 개인신용정보, 금융계좌 추적, 통신정보, 운송정보 추적권 등도 행사한다. 우리나라 같
으면 정치사찰, 개인정보 불법수집 운운하며 난리가 날 일이다. 이러한 활동이 동독의 대서독 와해 공작을 막아내
고 결국 서독 주도 자유민주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끝으로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음지에 헌신해온 전·현진 국정원
직원들에서 경의를 표한다. 특히 간첩 신영복 글씨체를 원훈석에 새긴 것은 국정원의 정체청과 직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즉시 철거할 것을 제안한다. 정체성이 훼손된 정보활동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제대로 대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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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국가정보원법 개정 이후 국정원의 발전 방향과 과제
윤민우(가천대학교)

최근 국가정보원법 통과는 당분간 국정원의 업무수행과 발전에 주요한 환경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
문에 국정원의 업무수행과 발전을 위해 최근 법률통과로 새로 재편된 도전환경과 기관의 성격과 업무수행 권한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필요하다. 석재왕의 “국정원법 개정 이후
국정원의 발전 방향과 과제” 발표는 때문에 의미 있는 시도이다.

최근 법률통과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정보통제가 강화되었다. 방첩 등 일부 국내 정보활동 권한만 유지되고
대공수사권과 I/O를 통한 정보수집, 분석 권한이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앞으로의 국
정원 업무수행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정한 정치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가의 본질적인 안전보장이라는 목
적을 위해 그 임무와 역할이 집중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의 차단은 정보기관의 본질적 임
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이 된다. 하지만 최근 법률통과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정보기관을 발
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촛불혁명” 등의 정치적 수사가 정보기관 발전방
안 모색에 포함되었고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가 비대칭적으로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법률안 통과가
사실상 정치세력의 영향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후 다른 특정 정치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정보기관과 관련된 법률안이 제·개정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정보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과
개편이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어서는 곤란하다. 권력을 가진 여당과 앞으로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야당, 그리고
국정원 내부의 전문 정보요원들과 관련 국가정보부문의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 등이 고르게
반영된 정보기관 관련 발전 방향이 도출되었어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수차례의 분석 연구와 수차례의 여론 조사
와 전문가 집단 패널 논의와 포커스 그룹 집단 여론 조사와 여야의 정치적 타협 등의 결과이어야 하며 적어도 일
정 기간에 걸친 면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특정 정보기관이 정보와 보안, 수사를 모두 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만을 할 것인가, 국내와 해외정보를 모두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정보만을 할 것인가와 같은 논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 정보기관을 없애면 된다. 모든 중요해 보이는 사안들을 모두 특정 정보기관
의 임무로 때려 넣으면 “모든 것을 하는 듯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관이 될 것”이다. 정보기
관의 임무와 역할은 국가안보수호와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의 적절한 균형점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번 법률개
정은 그 적절한 균형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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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정보학 연구

한국에서의 정보학 연구는 최근에야 연구 분야로 등장하였다. 정보학 분야에서 앞서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의 경우도 정보학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늦게 시작하였지만, 이들 나라들의 경우 1950년대, 늦게 보아도
1960년대까지 정보학 연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교한다면,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후 3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와서야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정보학 연구는 시작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보학 연구가 늦게 시작된 이유는 분명하다.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정보기구와 활동
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정치체제
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고, 정보기구 및 활동 역시 그에 걸맞게 변화하고 향상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특별
히 한국에서의 정보학 연구를 억제하는 분위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러한 정보학 연구를 뒷받침해
줄 여건이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을 뿐이다.

정보기구와 활동을 개혁하고 향상시켜가기 가는 데에는 정보기구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
한 시각에서 정보기구와 활동을 분석, 평가하고 제언하는 전문적 연구 역시 촉진될 필요가 있다. 정보기구 자체만
의 내부적 노력으로는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정보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정보기구와 활동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
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보기구와 활동에 관한 연구가 그러한 노력에 활발하게 보조를 맞
추어 왔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에서 정보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서의 정
보학 연구가 발표되는 주된 통로로 자리 잡은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지인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
상으로 한국에서의 정보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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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정보학 연구의 경향

한국에서의 정보학 연구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시작은 늦었음에도 빠
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처럼 정보학 연구자들을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공인된 학회가 구성되어 독
자적으로 운영될 만큼 정보학 연구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정보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주로 정치학회나 국제정치학회 등의 분과나 연구 모임 정도로 운영되고 있
는 것과 비교하면,2) 한국에서의 정보학 연구는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학회라는 공식적인 모임이라는 외형과 관련된 형식적인 측면의 성장만이 아니라, 연구 활동 자체도 정보학 연구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짧은 기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9년 창간된
이후 지난 12년 동안 한국국가정보학회 학회지인 「국가정보연구」 창간호부터 13권 2호에 발표된 논문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수가 139편으로서3) 염돈재(2009)가 분석할 당시까지 출간된 논문과 저서를 포함하는 118편보다 양
도 많아졌을 뿐 아니라,4) 논문 주제의 다양성과 내용 등 학술적 측면과 관련된 정보학 연구의 질도 성장하였기
때문이다.5)

정보학 연구를 염돈재(2009)에서처럼 정보기구 및 활동과 관련된 연구, 법제적인 연구, 역사에 관한 연구, 기타
연구 등 세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 중 정보기구 및 활동과 관련된 연
구의 비중은 염돈재(2009)가 분석한 이전 연구들 중 26%(31건)를 차지하던 것에서 「국가정보연구」 13권 2호까
지 게재된 139편 중 41%(57건)로 늘어난 것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한국의 정보학
연구에서 정보기구 및 활동에 좀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커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는 가운데 정보기구 및 활동에 관한 연구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군사정보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오히려 2009년 이전의 연구 중 14%(17편)를 차지하던 것에서 「국가정보연구」에서는
2%(3편)로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의 정보개혁 움직임이 국가정보원 및 국내 정보활동에 집중되어
온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학이 짧은 기간 동안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정보학 분야의 학
문적 관심과 연구자들의 충원 측면에서 군사정보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 주어져 왔음을 말해주고도 있다.

법제적인 연구는 과거 12%(14편)에서 11.5%(16편)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했으며, 정보기구나 활동의 역사에 관
한 연구도 11%(13편)에서 8.6%(12편)로 비중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0편 중 1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기구나 활동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논문 등 기타 주제와 관련된 연구는
8%(10편)에서 16.5%(23편)로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정보기구 및 활동 관련 논의가 보다 자유로워진 데다
가 대학에서의 정보학 과목 교육 실시 등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정보기구 및 활동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보다
일상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학술 논문의 성격상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논문을 분류하는 것은 어려우며, 여기서의 논문 분류에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김유은 (2020).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위상 및 국제관계학과의 관계” ⌜국가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pp. 281-323 참조.
다른 학술지들에 게재된 관련 연구들을 포함하는 경우 이 수는 더 늘어난다.
염돈재 (2009). “한국에서의 국가정보 연구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국가정보연구⌟ 제1권 제1호, pp. 25-64.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한국국가정보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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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에서의 정보학 연구에 대한 평가
십여 년 전에 당시까지의 한국 국가정보학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염돈재(2009)에서 대상이 된 연구들
과 그 후 10여 년 동안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지인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비교해보면, “학문적 연
구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과 외국 정보기관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당시의 진단
으로부터 한국 정보학 연구가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 점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국가정보연구」에 포함된 순수한
학술 논문만을 놓고 보더라도 수적으로나 다루어진 주제 측면에서 차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정보학 연구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기
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남아있다.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대부분의 연구가 외국의 이론과 외국 정보기구 및
활동의 소개와 관련된 것이며, 한국적인 이론 개발을 시도하거나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
다는 10여 년 전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연구」 창간호부터 13권 2호까지 게재된 총 139편의 논문 중 외국의 정보기구와 관련된 논문은
18.7%(26편)로 염돈재(2009)의 분석 기간 동안의 29%(33편)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다섯 편 중 하나는 외국 정
보기구나 활동과 관련된 논문들로서 한국이 경우를 분석하지 않는 연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 논문처럼
외국 정보기구와 활동 자체가 분석 대상인 경우 이외에도 사례로서 외국의 정보기구나 활동이 인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의 정보학 연구에서는 한국이 아닌 외국의 정보기구와 활동이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경향은 강
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보학 연구가 아직 정보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정보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이나 이론의 발달로 이
어지는 한국의 경우에 적합한 연구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은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연구들을 존슨(2007)의
정보학 연구 분야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관찰된다.6) 존슨(2007)은 기존의 정보학 연구를 정보의 수집, 분석, 배
포라는 서로 연계된 정보활동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intelligence cycle), 적대적인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방
첩(counterintelligence) 및 대테러(counterterrorism) 활동, 국가의 외교정책 수행 등을 보조하는 비밀공작(covert
action), 정보기구와 활동을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문제(accountability),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
을 수행하는 자료와 방법 등을 논하는 정보학 연구 자체에 대한 연구라는 다섯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정보활동의 순환과정과 관련된 논문들은 수집 관련 6편, 분석 관련 3편,
그리고 배포 관련 2편 등 총 11편으로 전체의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7)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활동 자체에
대한 이해의 문제와 관련된 연구로서 정보학에서의 이론 발달과 관련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이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미국 정보학 연구에서도 Johnson(2007)의 다
섯 분야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한국의 정보학 연구에서 정보활동의
순환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분야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정보활동의 순환과정 중
에서도 수집에 비해 분석과 관련된 연구나 생산된 정보가 수요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Johnson, Loch K. ed. (2007). Strategic Intelligence. Vol.1-5.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7) 국가 간 정보협력 관련 논문 3편을 포함하는 경우 10%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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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연구들 중에는 정보활동의 순환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보다는 보다 일반적으
로 정보의 개념이나 정보개혁을 다루는 연구가 총 45 편(약 32%)으로 월등하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의 경우나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이 비중은 더 늘어난다. 정보개혁 문제는 미국의 경우도
여전히 활발하게 다루어지는 연구 주제이고, 성격상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주어질 연구 주제이지만, 우리의 경우
정보개혁 문제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들 연구들 대부분은 한국의 정보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외국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 규범적 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
구가 많은 이유는 민주화 이후 정보개혁이 현안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정보기구나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 규범적 논의가 가능한 주제라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연구들 중에는 정보개혁과 관련된 논의와 달리 정보활동이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accountability)와 관련된 논의, 특히 행정부의 하나인
정보기구에 대한 의회의 감시 감독(congressional oversight) 문제를 논하는 연구는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8) 일반적인 의미의 정보통제 문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몇 편 있을 뿐이다. 정보기구 운영과 정보활동이 크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작게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정보개혁과 관련된 연구의 비중과 비교하면 이상할 정도로 정보학 연구의 관심에서 벗어나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정보개혁 논의 자체가 의회의 정보기구에 대한 청문회 형식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의
회에 의한 정보기구 및 활동의 감시 감독 문제가 존슨(2007)의 이 주제와 관련된 제5권의 논문들 대부분의 연구
주제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된다.9)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한국의 경우 정보기구 및 활동의 비
밀유지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관점에서 외부로부터의 감시 감독이라는 주제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의 정보기구에 대한 의회의 감시 감독활동이 미국의 경우
에서 관찰되듯이 정보활동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기구의 독립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연구들 중 방첩 및 대테러 활동 관련 논문의 경우는 약 20%(25편)로 정보 순환 관
련 연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이 처해 있는 안보 현실과 함께 한국의 높아져 가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테러활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이 아직 국제 테러활동의 주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정보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스물다섯 편 중 사이버 안보 관련 연구가 11편이고 산업보안 관련
연구가 4편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역시 대부분이 한국이 아닌 외국의 경우를 분석하거나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국의 정보학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활동의 남은 한 분야인 비밀공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한 편도 없다. 이는 한국에서 비밀공작에 대
한 수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까지는 한국이 다른 나
라와의 관계나 국제정세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10) 하지만

8) ⌜국가정보연구⌟가 아닌 외부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은 몇 편 있다.
9) Loch K. Johnson (2007). Strategic Intelligence, Vol. V: Intelligence and Accountability: Safeguards against the Abuse of Secret Power
(Westport, CT: Praeger).
10) 그러한 외교정책을 위해 행한 비밀공작이 드물게 있었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어 알려진 사례가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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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력이 증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오면 비밀공작
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의 외교정책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띨 수도 있고 미국에서처럼 정보학
연구의 한 분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특정 분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가정
보학 연구가 학문 분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질적으로 개선되어 갈 점들이 관찰된다. 특히 한국 국가정보학 분야
연구와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차이는 정보학 논문들이 사
용하고 있는 분석 또는 논의의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오늘날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주된 경향은 자료 분석에 기
초하여 확률과 인과관계 등을 놓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논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절대적
이고 불변인 사실이나 이론은 있을 수 없지만, 사회과학도 현실 세계에 적용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음
을 보여주고 검증받음으로써 이론으로 인정받는 학문적 연구 경향을 발전시켜 왔다.

정보활동 관련 연구의 경우 일반 사회과학처럼 이러한 과학적 접근법의 적용이 용이하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사
례는 존재하더라도 비밀유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용 가능하더라도 수가 몇 가지 정도로 제한되
어 많은 사례 수를 요구하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등 정보학이 앞선 나라들에서도 정보 연구가 역
사적 접근법을 가지고 시작했고 여전히 중요한 연구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증적인 분석 역시 제한된 수의
특정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온 이유도 정보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제약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보기관에 의한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계학에서 발달한 기법들을 활용하
지는 않더라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마저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에
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정보학 연구는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의 문헌에서 이미 분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정보활동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물론 한국 정보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Ⅳ. 한국 정보학 연구의 미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서의 정보학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학문 연구로서 기반을 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의 한 분과나 더 나아가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정보기구 및 활동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보학에 있어서 핵심 주제
인 정보기구 및 활동과 관련된 연구임에도 「국가정보연구」에 게재된 정보기구 및 활동에 관한 연구들이 다른
연구들에 비해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가 외국의 경우에 관한 논의이거나 한국에서 정보기구 관련
현안으로 대두되어 온 정보개혁과 관련된 논문이고, 한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정보기구의 조직과 운영이나 정보활
동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제 역시 정보활동과 관련된 세부 주제들이 고르게 다루
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정보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학 연
구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정보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정보활동이 정보학 연구의 주된 논의 대상으로 자
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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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주제, 연구방법,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켜가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활동의 성격상 기왕에 이루어진 정보활동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정보활동을 발
전시켜나간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접근법은 정보학 연구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
보학 연구 선진국의 경우도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보학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연구방법의 지위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보학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성장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서 사실을 밝히고 그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 연구만이 아닌, 축적된 사례들
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정보활동이나 실패한 정보활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성공적인 정보
기구의 운영 및 정보활동을 위해 제언하는 성격을 가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서 정보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같이 과학적 연구방법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접근법이 유일한 연구방법
은 아니겠지만, 현재의 정보학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부족하고, 그러한 점에서 아직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
학 연구의 분과로 논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에 머물러 있다.11)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정보학 연
구자들이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정보활동의 성격에 맞는 독특한(unique) 연구방법이 일반적인 과학적 접근법과
함께 정보학 연구에 자리 잡는다면, 정보학은 정치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등과 학제적인 연계가 가능한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학의 이와 같은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무엇보다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정보학 연구의 부족한 자료
와 사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정보학 연구자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12) 현재까지 이 점
과 관련되어서 개선된 점은 거의 없다.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보기구 및 활동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과 분석에 소극적인 태도가 개선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구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보안을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기구와 활동에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집
주위에 높은 담장을 둘러 세우고 외부인이 집 안에 들어오지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당장은 집에 대한
안전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마저도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관행과
타성으로 인해 집 내부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인지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적
으로 스스로 문제를 치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외부에 문제가 알려지지 않도록 치유하지도 않
은 채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시도하게 될 수도 있다.13)

물론 정보활동의 성격상 다른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처럼 모든 자료가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해지기는 어려
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개방적인 미국의 경우도 공개 전 검토 과정을 거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최대 30년을 기한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진상 규명 활동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을 두고라도 자료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전 왕조 시
대에도 왕도 간섭하지 않는 사관을 두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온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정보 기구와 관련
된 이러한 폐쇄적인 태도는 정보 기구가 수행하는 활동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정보
기구가 정권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숨겨야만 하는 활동도 수행하던 시절에 그릇되게 형성된 시각에 근거한
11) 김유은 (2020) 참조.
12) 신유섭 역. (2007). 「국가정보의 이해: 소리 없는 전쟁」 (서울: 명인출판사); 염돈재 (2009) 참조.
13) 신유섭 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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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염돈재(2009)가 제안하듯이,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와 같이 기록을 전
담하는 인력을 두고 추후 공개되고 객관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가는 과정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개혁을 통해 자료가 이용 가능해지더라도 정보활동의 성격상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처럼 충분한 사례 수
를 갖는 자료가 확보되기는 어렵다. 연구자 개인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료를 모으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한 성격의 자료가 시간을 두고 축적되거나 서로 다른 기구나 국가들의 동일한
성격의 사례가 합해짐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와는 달리 수집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정보활동 관련 자
료와 달리, 현재 정보기구의 조직과 운영과정과 원칙, 기구 간의 관계 등 행정적 조직적 측면과 관련된 자료는 비
밀이 될 필요가 없으며, 현재 당장 공개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보안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밀이 철
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누가 어떤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지, 정보기구의 조직이나 운
영 및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원칙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
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축적하는 데에도 정보활동 관련 자료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보기구의 조직과 운영과정과 원칙, 기구 간의 관계 등 행정적 조직적 측면과 관련된 자료들이 공개적으
로 이용 가능해지는 것이 정보기구의 운영이나 정보활동 수행의 측면에서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은 1970년대
이후 정보기구의 조직과 운영,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원칙 등과 관련된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미국 정보기구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과 이를
분석하는 내용이 저술, 논문,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 시민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심지어는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와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범들까지 포함하여 아무에게나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공개되지만,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미국이 보안만이 아니라 정보기구의 운영이나 정보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 최고의 정보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14)

이와 같이 부족한 사례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아닌 한국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는 노력은 정보학에서의 이론 정립으로 이어짐으로써
한국에서 정보학이 학문 분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은 정보학 연구만이 아
니라 정보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예측의 정확성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15)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분석 능력이 커져간다면 기존의 인정된 견해(received opinion)나
거울 영상(mirror imaging) 등 정보분석이나 예측에 수반되어 온 인지적 장애 요인들을 개선하거나, 정책결정자들
의 잘못된 정보 해석이나 선별적 수용 같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로잡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16)

14) 일부 인사들의 정보요원이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누설(leaking)이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이는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정보활동 공개와는 다른 경우이다.
15) 켄트(Sherman Kent)는 정보 분석가로서 스스로 경험한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정보실패들을 교훈 삼아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research”)와 같은 성격의 과학적 접근법을 정보분석에 접목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분석의 근본적인 약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Sherman Kent (1965).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 (Hamden, Connecticut: Archon Books) 참조.
16) 신유섭 역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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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o 오늘날 세계화ㆍ민주화ㆍ정보화 확산으로 각종 신안보적 위협이 증가, 국가안보에서 정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보기관은 각종 공개(overt) 및 비공개 활동(covert operation)을 통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있음.

o 정보활동의 영역 중에서도 비밀첩보수집 및 방첩, 비밀공작을 포함한 비밀활동(clandestine operation)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종 비윤리적 기법이나 수집 기술들(뇌물공여, 내정개입, 고문, 암살, 해킹, 절취,
조작 등)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Herman, 2010).

- 정보분석의 경우에도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정보의 정치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정보 분석관으로서 직면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있지만(국가정보학회, 2013),

- 이러한 문제들은 정보윤리라는 측면보다는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임.

o 정보기관 요원들의 상당수 비밀 정보활동은 윤리적 규범을 위반하고 심지어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활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안보를 위한 이러한 불가피성으로 인해 국가정보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합목적성’이 포함되어 있음(국가정보학회, 2013).

- 정보활동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전제로 한 전향적 활동인 관계로 정보활동의 성공 여부는 합법적으로
했느냐보다는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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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거 냉전 시대에 수단을 불문하고 공산화를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보활동 과정에서 윤리나 도덕을 따질 필요 없이 어떠한 수단이라도 구사해야 한다는 소위
‘마음 내키지 않는 철학’(repugnant philosophy)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음(Perry, 1995).

- 미국에서 이런 논리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1954년 두리틀위원회(Doolittle Commission) 보고서는
“만약 미국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정정당당한 승부’라는 개념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을 정도임(Greenberg, 2005)

- 그래서 정보활동에서는 비윤리적 수단들이 공공연하게 사용됐으며, 만약 이런 행위들이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진다면 불법적/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에서는 대체로 정당화되고 윤리적으로도 그동안 용인됐었음.

o 하지만,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 정보기관들이 국내문제 개입 및 자국민 사찰 등의 문제를 야기하자
정보활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의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음(Johnson, 2008).

- 예를 들면, 정보활동 통제 법률인 휴즈-라이언법(Hughes-Ryan Act, 1974)이 제정되고, 의회에
정보위원회의가 설치(상원 1976, 하원 1977)되는 등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임.

- 하지만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나 의회의 견제장치에도 불구, 정보활동의 범위가 넓고 기법이
워낙 다양한 관계로 법률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는 데다 의회의 통제도 대부분
사후적이란 한계가 있어 법적 통제보다는 정보윤리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음.

o 특히, 지난 9.11테러 후 미국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알카에다 연계 테러 혐의자들을 비인도적으로
수용ㆍ처우했던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당시 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이 법정(2009)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 있은 후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성 문제가 학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음
(Bellaby, 2012).

o 우리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 유우성씨가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정보를 동생
유가려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정원이 유가려를 불법 구금해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서류도 위조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됨으로써 유우성의 무죄가 확정되고 정부가 유씨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2020.11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윤리성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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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윤리적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학계의 접근

o 정보윤리에 대한 논의는 크게 비밀활동을 민주주의 규범과 절차에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정보활동
원칙과 기법들을 어떻게 정보의 직업윤리 규범(professional code of ethics)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뉘어져 논의돼 왔었음.

o 그동안 정보윤리와 관련해 논의돼 온 흐름들은 국제정치에서 ‘정의 전쟁’(just war) 이론과 비슷하게 ‘정의로운
정보활동’(just intelligence)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대두되어 왔는데, 그동안 정보학계의 접근들을 크게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음.

1. 현실주의자적 접근(realist approach)

o 국제정치 이론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현실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임. 즉,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활동도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구사하든지 간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임(Gill, 2009).

o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에는 제한이 없고, 국가들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권
(right of privacy)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정보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전시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윤리적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임
(Jones, 2010).

2. 결과론자적 접근(consequentialist approach)

o 가장 좋은 행동은 다수의 선을 극대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 가져온 상대적 선에 비춰 행동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는 윤리론에서 출발하며 정보활동의 수단(means)보다 결과(ends)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임.

o 따라서, 안보를 위한 어떤 정보활동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활동에 채택된 수단ㆍ방법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 정보활동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부정적 수단의 문제를 상쇄하고도 남는 보다 높은 가치의
이익ㆍ지식의 여부에 따라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임(Gill, 2009).

o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good outcome)가 과연 누구에게 좋은 것이어야 하는지, 누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한계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Jon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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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주의적/의무론적 접근(idealism/deontologicalism approach)

o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하고 도덕은 예외 없이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만큼,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동 자체의 선함이나 악함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칸트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접근임(Erksine, 2004).

o 정보활동에서도 기만ㆍ절취 등의 활동은 비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공개정보 활동만
인정되고 비밀공작과 같은 일부 정보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현실주의자적 주장과는 정반대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Gendron, 2004).

o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각종 비밀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 주장은 오늘날 각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수행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음.

4. 정의의 정보활동 접근(‘just intelligence’approach)

o 정당한 전쟁 명분과 수행방식을 강조하는 ‘정의 전쟁’(just war) 이론처럼 정보활동에 있어서도 정보목표가
정당하게 수립되고 요원들의 활동 방식ㆍ수단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구조적 추론’(structured reasoning)에
근거하여 정당성ㆍ윤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임(Gill, 2009).

- 정의전쟁(just war)론은 전쟁을 개시할 때 지켜야 할 도덕적 지침(jus ad bellium)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지침(jus in bello)로 크게 나뉘는데

- 학자에 따라 주장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 일곱 가지의 조건, 즉 정의로운 명분, 정의로운 의도,
최후의 수단, 공식적 개시 선언, 제한된 목적, 적절한 수단, 비전투 요원 공격제외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학자들은 정보활동에서도 비밀활동이 언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출발점으로서 정의전쟁론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o 이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비밀정보활동도 정의로운 정보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ㆍ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임(국가정보학회, 2013);

① 정당한 명분(just cause)의 원칙 :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분한 위협이 있어야 정당화가 가능한 만큼,
위협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정당한 권위체(just authority)의 원칙 : 비밀활동이 해악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체가 필요하다.
③ 정당한 의도(just intention)의 원칙 : 정당한 명분과 부합하는 의도된 목적만을 위해 비밀
정보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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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례성(proportion)의 원칙 : 비밀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예상 이득이 비밀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예상 해악보다 커야만 한다.
⑤ 최후 수단(last resort)의 원칙 : 비밀활동이라도 보다 덜 해롭거나 해가 되지 않는 수단들이 모두
소진된 다음에 수행되어야 한다.
⑥ 차별(discrimination)의 원칙 : 위협행위에 가담한 인사들과 위협에 가담하지 않은 인사들을 구별하여
비밀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o 정보활동에서 비윤리적 기법의 사용은 평시 군 지휘관들이 특정 행위를 할 경우 거짓말쟁이나 살인자로 비난
받을 수 있어도 전시에는 이런 행위들이 정보수집 및 임무를 위해 당연하게 여겨지고 법적 예외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임.

o 위의 네 가지 접근 중에서 오늘날 국제정치 현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주장은 ‘현실주의자적
접근’(realist approach)과 ‘정의의 정보활동’(just intelligence)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이 중에서도 미 정보학계에서는 ‘정의 정보활동’ 접근이 비밀활동과 윤리 간의 고질적 딜레마를 설명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Coyne, Bell & Merrington, 2013).

o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활동
수단과 기법도 가능한 민주적 가치 및 질서체계와 양립될 수 있도록 도덕적ㆍ윤리적 관행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o 그럼에도 불구, 게이츠(Robert Gates) 전 CIA부장이 “평화 시에도 정보를 담당하는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현실에서의 정보활동은 평ㆍ전 시 구분이 없이 현재도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Lathrop, 2004).

Ⅲ. 미 정보공동체 동향을 고려한 우리의 현실적 접근

1.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윤리 적용 동향

o 미 정부 및 학계의 관련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미 국가정보장실(ODNI)은 2006년 ‘직무ㆍ진실ㆍ책임 강령’
(An Ethos of Service, Integrity, and Accountability)으로 불리는 정보요원들의 활동윤리를 공식적으로 채택
하였음(Bailey, 2013)

o 이어서 미 국가정보장실(ODNI)은 2014년 미 정부 공무원 윤리강령(Code of Conduct) 등을 참고하여 7개
항으로 구성된 정보공동체 직업윤리 원칙(Principles of Professional Ethics for Intelligence Community)을
정식으로 공표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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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ODNI 홈페이지에도 게재돼 있는 동 원칙(Principles)에서 강조하고 있는 7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

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배포에 있어서의 진실성과 객관성

③ 헌법 수호 및 미 법령의 준수

④ 청렴 및 정직성

⑤ 정보출처ㆍ기법의 보호, 책임성 및 정보자산의 건전한 활용
⑥ 업무의 개선ㆍ혁신 및 상호 협동

⑦ 다양성 옹호 및 존중

o 상기 원칙들은 정보기관들이 비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보공동체 직원 전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 정신을 강령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보공동체 최고 감독기관에서
강령으로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정보활동 과정에서 미국 헌법 및 법령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국제법이나
정보요원들이 주재하는 외국 현지의 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 정보요원들의 청렴 및 정직성을 강조하면서도 비밀 정보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비윤리적 기법 등에 대해서도 금지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정보활동은 비윤리적 수단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의 범위ㆍ기법이 워낙 광범위하므로 어떤 활동들을 금지할지 명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o 이런 상황을 고려, CIA에서는 상기 원칙 외에도 정보요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윤리적 우려 사항을 직면한
경우 비밀리 감찰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may report them in confidence to the Inspector General’) 하는
등 기관 특성 맞는 세부적 자체 규정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Goldman, 2005).

2.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윤리 적용 동향 및 과제

o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정보공동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별 기관별로 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국정원의 경우 김대중 정부 초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등 대대적
개혁조치를 단행하면서 6개항의 ‘직원 윤리헌장’도 최초로 제정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었음.

①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② 우리는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을 확고히 보위한다.
③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국익증진에 기여한다.
④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잃는 것이 전체의 명예를 잃는 것임을 자각한다.
⑤ 우리는 동료애로 화합하고 평생직원으로서의 긍지를 소중히 간직한다.
⑥ 우리는 보안을 생명으로 알고 직무상 기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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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지만, 국정원은 특별한 동기를 밝히지 않은 채 2016년 원훈과 엠블럼을 다시 교체하면서 기존 6개 항목의
‘직원윤리헌장’을 4가지 항목의 변경된 ‘직원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게재해 놓고 있음.

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며, 먼저 알고 앞서 대비한다.
②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한다.
③ 국가정보기관 요원으로서의 신의와 명예를 지킨다.
④ 보안을 목숨같이 여기고 직무상 비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o 상기 국정원의 직원헌장 수정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일부
언론(오마이뉴스, 2016.7.4.자 등)에서는

- 행동강령의 내용은 전과 비슷하지만, 명칭에서 ‘윤리’가 빠진 점과 기존 6개 항 행동강령의 첫 번째인
“우리는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된 것에 주목하면서

- 국정원 내부적으로 정보기관에서 ‘윤리’를 강조하고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설 것을 강제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음.

o 동 변경된 국정원의 ‘직원헌장’이 정보요원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미 ODNI의 ‘직업윤리
원칙’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간략해 보이기는 하지만

- 헌장에서 ‘신의와 명예’를 변함없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미국 사례를 고려하면서도 우리
여건과 정보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최소한의 기본자세만을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 정보윤리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정보활동과 윤리를 양립시켜 보려는 현실적
고민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한편, 우리 군ㆍ경의 다른 정보조직들은 직원헌장 등을 현재 홈페이지에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직원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정보윤리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나 활동 시 이를 적용해 나가야겠다는 인식
자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대적 개혁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신편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조차도 홈페이지
부대비전에서 “국민과 군에 헌신, 군사안보의 중심”을 강조하면서도 직원들의 구체적 행동강령이나 정보
윤리에 대해 명시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 경찰청의 경우 5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찰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있으나, 친절ㆍ봉사 및
공정한 법 집행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정보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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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의 직원헌장이 요원들의 정보윤리를 포괄적으로나마 명시하는 유일한
강령이라고 할 수 있음.

o 그렇다면, 동 국정원의 직원헌장 내용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정보요원들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의 질문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한의 기본
자세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음.

o 그럼에도 불구, 정보기관으로서의 속성상 ‘직원헌장’에 모든 행동강령을 상세히 담을 수도 없는 만큼, 미 CIA가
자체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도 아래와 같은 보완책들을 정보기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내부 규정 및 통제장치의 운영: 정보활동 과정에서 요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윤리적ㆍ도덕적ㆍ정치적 고민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찰실 등에 사전 보고나 협의 후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 여부를 내부에서 사후적으로나마 검증하는 등 통제절차를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가능한 최소화 하도록 노력

- 교육과정에 정보윤리 포함: 정보활동의 전체 과정에서는 전문성ㆍ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더라도
활동 시에 가능한 범위에서는 정보윤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윤리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

Ⅳ. 맺는말

o 사실 정보활동과 윤리성을 양립시키는 문제는 모순된 두 개의 가치를 억지로 조화시키려 하는 것처럼 현실
국제정치나 우리 안보의 현실에서는 무척 양립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음.

- 이스라엘 모사드의 경우, 공식 영문 명칭이 Institution for Intelligence and Special Assignment이고
여기서 Special Assignment가 비밀공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사드는 그동안
잔혹하면서도 섬뜩한 비밀공작들을 많이 수행해왔음.

- 만약 정보학계가 정보윤리의 잣대를 엄격하게 대려 할 경우, 모사드가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라고 하는 얘기와 같아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음.

o 따라서, 정보활동과 윤리의 문제는 흑백의 논리로 보거나 특정한 잣대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 시각으로 사회변화의 흐름과 발맞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o 그럼에도 불구, 우리 정보활동의 목표는 결국 보다 나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데에 있는 만큼,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활동내용도 가능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될 수 있도록 내부적ㆍ현실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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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초

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인지편향이 정보분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영향의 방향에 따라 탈인지편향을 위해 개발된
논증기반의 구조화분석기법 적용범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인지편향은 위기 및 위험 인식, 정보타당성 인식, 정보신뢰성 인식,
정보평가기준 인식, 대안선택기준 인식, 실행능력 인식 등 6개 정보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과정마다 다양한 방향으
로 비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유발하고 있다. 정보분석과정에서 인지편향이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구조화분석기법을 다음과 같
은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위기 및 위험인식관련 위기나 위험의 정확성과 적시성 판단 개선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
다. 정보타당성 인식관련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관계 타당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정보신뢰성 인식관련 정
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개선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정보평가기준 인식관련 첩보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
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 등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대안선택기준 인식관련 가설, 대안,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등의 적용방
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행능력 인식관련 자신의 취약요인분석과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개선을 위한 적용방향이
필요하다. 정보분석과정에서 상기 적용방향에 적합한 구조화분석기법의 활용은 인지편향의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정보분석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정보분석, 인지편향, 탈인지편향, 정보타당성, 정보신뢰성, 대안선택, 구조화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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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지편향은 인간의 두뇌가 개인의 경험과 선호도의 필터링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객관적 사고의 한계를 말한다. 현재 심리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인지편향은 약 15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지편향은 때때로 지각 왜곡, 부정확한 판단, 비논리적 해
석, 또는 광범위하게 비합리성이라고 불리는 인지오류를 초래하고 있다. 인지편향은 상황에 대한 추론과정에서 객
관성이나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비논리적인 사고를 유발하고 비합리적 사고를 반복하게 한다. 다양한 인지편향으로
인해 국가의 정책판단에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탈인지편향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본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관련 정보실패 사례에서 인지편향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10월 국가안전기획
부는 인도네시아와 홍콩 등 동남아 국가들의 증권가격이 일제히 폭락한 금융 및 증권가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외환위기 경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강경식 경제 부총리로부터 `외환위기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며, 안기부 보고
는 잘못됐다'는 요지의 답변이 돌아왔고 정부는 외환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다.1) 이는 정보가 부족하여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인지편향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실패사례로 볼 수 있다. 관련 인지편향은 모든 것이 정
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정상화편향과 자신의 희망과 관련된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적 지각, 위험이 한국에 닥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는 낙관주의 편향 등 다양한 인지편향의 영향에 의한 의사결정의 실패로 볼 수 있다.

탈인지편향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사회적으로 절실한 상황이나 연구 성과가 미비한 상황으
로 정보판단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인지편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지편향
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지편향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 인지편향에 대한 사회와 학계의 관심도가 적어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탈인지편향’을 주
제로 한 저술과 논문이 매우 적은 상태이고 최근에서야 인지편향에 대한 소개수준에서의 저서와 논문들이 발표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탈인지편향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인지오류를 발생시키는 각각
의 인지편향들에 대한 적용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인지편향에 대한 연구는 이남석 저 『인지편향
사전』(옥당, 2013)에서 101개의 인지편향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강준만 저 『감정독재 』(인물과 사상
사,2013)에서 50가지 인지편향의 영향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인지편향 극복을 위한 탈인지편향관련 하민수 논문
“합리적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인지편향과 과학고등교육을 통한 탈인지편향 방법탐색”(한국교육과학학회, 2016)는
합리적 사고 관련 29개의 인지편향을 선별하고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탈인지편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구조화분석기법관련 국내 번역서로는 이길규 외 3인 역
『정보분석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2016, 박영사), 김유은 외 3인 역『정보분석사례연구』(2017, 박영사), 허태
회 외 3인 역『비판적사고와 전략정보생산』(2017, 박영사)등으로 구조화분석기법의 종류, 방법, 사례등을 소개하
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간된 저술은 없는 상태이다. 국내에서 구조화분석기법 관련 발간된 논문은 3건으로 김강무
논문 “가설을 이용한 정보분석기법 연구”(국가정보연구,2018), 허태회 논문 “해외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국가안보와 전략, 2019)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의 가상사례분석을 통한 유용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
고 있으며 함중영외 공저 논문 “테러조직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활용전략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국가정보연구,
2019) 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을 이용한 테러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인지편향이 정보분석과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인지편향 극복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1)연합뉴스, "안기부 작년 10월 金 대통령에 외환위기 보고",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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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지편향을 연구하고 해당 인지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구
조화분석기법의 적용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합리적인 정보분석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정보분석과정에 미치는 인지편향의 종류, 사례, 원인 등을 연구함으로써 인지편향의 영향을 확인하고 인지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증 기반의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정보분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가 합리적인 정보분석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및 방안들에 대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II. 정보분석과정과 인지편향의 상관성

1. 정보분석과정의 세분화

셔먼켄트(Sherman Kent)는 정보분석의 단계를 문제의 대두, 문제의 분석, 자료의 수집, 자료의 평가, 가
설의 설정, 가설의 제시 등 6개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2) 로저 조지(Roger Z. George)는 “ 정보는 세계와 국제
환경에 대한 인식 관련 정책결정자에게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관해 알리고 국가이익 및 국제환경에 의한 위협과
기회와 관련하여 사건이나 추세를 확인하고 경보하며 정책목표와 행동방책 수립과 관련하여 잠재적 비용 및 위험
성과 관련된 정보를 지원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전략의 수정과 재편과 관련하여 평가 등을 제공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3) 상기 셔먼켄트(Sherman Kent)의 정보분석의 단계와 로저 조지(Roger Z. George)의 정보분석
의 역할을 참조하여 정보분석과정을 일반화하면 문제인식과정, 문제인식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 문
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과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6개의 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문제인식과정은 국익증대와 안전보장이라는 전략적 목적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인식과
정을 의미한다. 국익증대를 위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환경이 포함되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반 국제적 요
인들에 대한 인식과정을 의미한다. 문제인식과정을 ‘위험 및 위기인식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제인식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과 관련하여 수집된 첩보내용에 대한 평가를 ‘정보타당성
인식’으로, 첩보출처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정보신뢰성 인식’으로 첩보를 평가하는 사고의 기준을 ‘정보평가기
준 인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셋째, 대안선택과정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의 기준을 ‘대안선택기준 인식’으로, 대안을
추진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실행능력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분석과정을 ①위기 및 위험 인
식 ②정보타당성 인식 ③정보신뢰성 인식 ④정보평가기준 인식 ⑤대안선택기준 인식 ⑥실행능력 인식 등 6개의
과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2)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Princeton Press, 1966) pp.159~179.
3) Roger Z. George, “The Art of Strategy and Intelligence,” in Roger Z. George and James B. Bruce (Eds.), Analyzing Intellig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4),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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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의 분류

상기 6개의 정보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위기 및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정보분석에서 위기 및 위험인식은 주로 전략 및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 1> 4개의 인지편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조효과와 정상화편향은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위험 수준을 과소평가하거나 위험 상황을 무시하는 인지편향들이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장애를 주게 된다. 또한, 낙관주의편향과 비관주의 편향은 위험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심리적으로 적게 보는 태도와 반대로 부정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는 태도는 위험 수준에
대응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표 1> 위기 및 위험 인식 관련 인지편향
타조효과
정상화편향
낙관주의편향
비관주의편향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무시하는 경향4)
재난의 가능성과 그것의 가능한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5)
다른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위험이 적다고 믿는 경향6)
부정적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자신에게 있어서도 발생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7)

(2) 정보타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정보분석에 있어서 정보타당성 인식은 정보분석과정에서 정보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근거들에 대한
사실성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 2> 5개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타당화와
착각적상관은 정보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의미를 중시하거나 연속성을
근거로 예측력을 과신하는 등 자료의 객관적 해석에 장애를 주게 된다. 또한, 착각적상관은 관계가 없는
변수들에 대해 연관성과 상관성을 설정하는 등 비논리적인 추론을 초래한다. 그리고 역화효과는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자료의 타당성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성 평가를 저해한다. 이와 함께 허위합의
효과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독단적 판단을 유발하는 등 객관적 정보타당성
판단을 저해한다.

<표 2> 정보타당성 인식 관련 인지편향
주관적타당화
타당성착각
착각적상관
역화효과
허위합의효과

4)
5)
6)
7)

진술이나 정보가 개인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갖고 있으면 이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8)
연속적인 상황이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9)
실제 연관성이 없을 때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10)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하는 경향11)
실제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12)

이남석, 인지편향사전(옥당,2016)p.139
https://en.wikipedia.org/wiki/Normalcy_bias (2021.6.18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Optimism_bias (2021.6.19. 검색)
https://effectiviology.com/pessimism-bia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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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신뢰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정보분석에 있어서 정보신뢰성 인식은 정보보판단의 근거와 증거에 대한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표 3>의 8개 편향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용성편향, 환상적진실효과, 권위편향은
정보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자료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수집의 용이성, 정보의 반복성, 출처의 권위 등을
중시함으로써 정보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또한 확증편향과 선택적지각은 자신의 신념,
희망 등을 중시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함으로써 자료선택에 제약을 주게 된다. 그리고 지속영향편향과
부정성편향은 객관성이 결여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유지, 객관성 있는 정보자료에 대한 불신 등
태도를 유발하여 객관적 정보자료판단을 저해한다.

<표 3> 정보신뢰성 인식 관련 인지편향
지속영향편향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경향13)

가용성편향

당장 쉽게 수집이 가능한 정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14)

신념편향

자신의 신념체계에 부합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려는 경향15)

환상적진실효과
권위편향
확증편향

반복적인 노출 후에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는 경향16)
권위 있는 인물 (명성, 권력, 지위 등)이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위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17)
자신의 기존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려는 경향18)

선택적지각

자신이 바라는 것을 지각하고 원하지 않는 지각이나 견해를 무시하는 경향19)

부정성 편향

부정적인 감정에 심리적인 무게를 주는 경향20)

(4) 정보평가기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정보분석에 있어서 정보평가기준 인식은 정보평가의 관점에 대한 객관성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 4>의 9개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점편향과 최신성환상은 정보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처음정보, 최신 정보 등을 중시함으로써 객관적 비교기준을 제약한다. 또한, 근본귀인오류와
집단귀인오류는 주요인물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 인간적 근본요소, 소속집단 특성 등 요인을
중시함으로써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저해한다. 그리고 자기위주편향, 주의편향, 거울 이미지효과는 자기사고,
특정한 이끌림, 자기의 중심 이해 등을 중시함으로써 정보자료평가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편견과 고정관념은 편협된 사고를 유발하여 객관적인 사고를 저해한다.

8) https://www.alleydog.com/glossary/definition.php?term=Subjective+Validation (2021.6.19. 검색)
9) https://thedecisionlab.com/biases/illusion-of-validity/ (2021.6.19. 검색)
10) https://thedecisionlab.com/biases/illusory-correlation/ (2021.6.19. 검색)
11) https://effectiviology.com/backfire-effect-facts-dont-change-minds/ (2021.6.19. 검색)
12) 강준만, 감정독재(인물과 사상사, 2016).p.183.
13)https://www.alleydog.com/glossary/definition.php?term=Continued+Influence+Effect (2021.6.19. 검색)
14) 두행숙 역, 스마트한 생각들(걷는나무,2012).p.159
15) https://en.wikipedia.org/wiki/Belief_bias (2021.6.19. 검색)
16) https://thedecisionlab.com/biases/illusory-truth-effect/ (2021.6.19. 검색)
17) 두행숙 역, 앞의 책(주14),p.272.
18) 이남석,앞의 책(주4).p.168.
19) https://explorable.com/selective-perception (2021.6.19. 검색)
20) 이남석, 앞의 책(주4).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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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보평가기준 인식 관련 인지편향
기준점편향

처음 접하는 정보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경향21)

최신성환상

최신 정보를 이전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22)

근본귀인오류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모든 외적인 이유들 마저 내적인 이유로 돌리는 경향23)

집단귀인오류

집단 구성원의 특성이 집단 전체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경향24)
다른 사람 또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을 향해 갖고 있는 근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편견

부정적인 태도25)

자기위주편향
주의편향
거울이미지 효과

고정관념효과

지나치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26)
특정한 대상 혹은 특정한 속성에 주의를 더 많이 주는 경향27)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28)
과거 경험과 기존가치 등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새로운 정보나 변화, 방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29)

(5) 대안선택기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정보분석에 있어서 대안선택기준 인식은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 5> 8개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승효과와 집단사고는 다수의 의견을 중시
함으로써 객관적 대안의 판단에 지장을 준다. 또한 제로리스크편향과 모호성편향은 위험에 민감하여
이를 제거하는 데 치중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등 대안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선택지원편향과
현상유지편향은 결정을 합리화하거나 지속하려는 태도를 유발함으로써 보다 나은 다른 대안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박사의 오류와 제로섬편향은 사건의 연속성 확률에 대한 착각, 과도한
경쟁의식 등을 유발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선택을 제약한다.

<표 5> 대안선택기준 인식 관련 인지편향
편승효과
집단사고
제로리스크 편향
모호성편향

집단에서 내린 결정의 맹점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향31)
모든 위험을 줄이는 접근법과는 달리 일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경향32)
불확실성과 관련된 선택을 피하는 경향33)

선택지원편향

자신의 선택에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34)

현상유지편향

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35)

도박사의 오류
제로섬 편향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특정한 신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30)

확률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 이전 사건의 발생확률이 누적되어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현상36)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37)

박미경 역, 우리 뇌는 왜 늘 삐딱할까(탐나는 책, 2018).p.182
https://en.wikipedia.org/wiki/Recency_illusion (2021.6.19. 검색)
이남석, 앞의 책(주4).p.251.
https://en.wikipedia.org/wiki/Group_attribution_error (2021.6.19. 검색)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prejudice-2795476 (2021.6.19. 검색)
https://www.healthline.com/health/self-serving-bias (2021.6.19. 검색)
https://www.verywellmind.com/what-is-an-attentional-bias-2795027 (2021.6.19. 검색)
https://thedecisionlab.com/biases/projection-bias/ (2021.6.19. 검색)
https://en.wikipedia.org/wiki/Stereotype (2021.6.19. 검색)
이남석, 앞의 책(주4).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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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능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
정보분석에 있어서 실행능력에 대한 인식은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 6>의 6개의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획오류와 과신효과는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실패요인분석을 저해한다. 몰입상승효과와 조명효과는 자신의 체면과 위신,
자존심 주변인에 대한 과도한 인식 등 인지편향으로 인해 실행능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지장을 준다.
생존자편향과 머피의 법칙은 성공에 대한 과대망상, 부정적 사고 등 인지편향이 자신의 객관적인 실행
능력 판단을 저해한다.

<표 6> 실행능력 인식 관련 인지편향
계획오류

목표를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재원, 인력자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38)

과신효과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좋거나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믿는 경향39)

몰입상승효과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나 집단이 과정을 바꾸기보다는 동일한 행동을 계속하는 경향40)

생존자편향
조명효과
머피의 법칙

생존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경향41)
자신의 행동과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42)
부정적 사고로 인해 긍정적인 것을 간과하는 경향43)

3. 탈인지편향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의 유용성

탈인지편향을 위한 학문적인 연구는 정보판단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출신의 정보학자들을 중심으로 2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고도의 객관성을 요구하는 정보판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인지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20여 년간 다양한 구조화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 미
국 16개 정보기관의 정보공동체에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구조화분석기법은 국가 및 기업의 정보, 경영, 정책,
전략 및 전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구조화분석기법의 장점은 정보분석과정에서 인지편향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구조화분석기법은 분석
관이 확인된 인지적 한계를 완화하고, 알려진 분석적 편향을 회피하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심리상태 또는 사고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44) 정보실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석관의
인지적인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45) 구조화분석기법은 위기 및 위험 인식, 정보타당성
인식, 정보신뢰성 인식, 정보평가기준 인식, 대안선택기준 인식, 실행능력 인식 등 전술한 6개의 정보분석과정에서
31) 강준만, 앞의 책(주12).pp.274-275.
32) 두행숙 역, 앞의 책(주14).p.212.
33)https://www.conversion-uplift.co.uk/glossary-of-conversion-marketing/ambiguity-bias/ (2021.6.19. 검색)
34) https://tactics.convertize.com/definitions/choice-supportive-bias (2021.6.19. 검색)
35) 강준만, 앞의 책(주12).p.90.
36) 이남석, 앞의 책(주4).p.73.
37)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153800/ 92021.6.19 검색)
38) https://thedecisionlab.com/biases/planning-fallacy/ (2021.6.19. 검색)
39) https://corporatefinanceinstitute.com/resources/knowledge/trading-investing/overconfidence-bias/ (2021.6.19. 검색)
40) https://en.wikipedia.org/wiki/Escalation_of_commitment (2021.6.19. 검색)
41) 강준만, 앞의 책(주12).p.200.
42) 김희상 역, 심리학 나 좀 구해줘(갤리온,2013).pp.229-230.
43) https://www.mindtools.com/pages/article/newSTR_MurphyLaw.htm (2021.6.19. 검색)
44) 이길규 외 3인 역, 정보분석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박영사,2016),p8.
45) 허태회,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와 전략(2019, 제1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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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는 인지편향들을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개발된 구조화분석기법들이 다양한
인지편향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범
위를 좁혀서 6개 정보분석과정에서 선별된 40개 인지편향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구조화분
석기법의 적용범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I. 인지편향이 정보분석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위기 및 위험 인식에 대한 영향
타조효과, 정상화편향이 위험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정보분석과정에서 전략 및 정
책환경에 대한 위기 및 위험 판단 즉 문제 제기 능력을 저해한다. 타조효과의 영향은 정보분석과정에서 위험이 닥
쳤을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문제를 무시하려는 다음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①명백한
위기상황에서 도전해서 극복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②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 관련 위
험이나 부정적인 정보는 기피한다 ③자신이 내린 정보판단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무시한다.
이는 위험을 무시했을 때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상화편향의 영향은 정보
분석과정에서 재난이나 위기상황에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
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극도의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지금 상황도 평소와 다름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며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편이다 ②큰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 ③미래의 위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방식
으로 항상 기능할 것이라고 믿는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낙관주의편향, 비관주의 편향은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안보와 국익 관련
위기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을 너무 낮게 보거나 높이 보는 등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다. 낙관주의편향의 영향은
긍정적인 사건의 경우 종종 자존감의 자애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
지 않는 등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자신이 추진하는 프로
젝트의 실패 가능성을 낮게 본다 ②미래의 상황에 대해 모두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③국제사회에
서 자국이 피해국이 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기를 원함으로써 사건을
더 유리하게 감지하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관주의 편향의 영향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무언가 부정
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크게 과장함으로써 특정 업무에서 성공의 자신감이 작아지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
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가정 때문에 불안해한다 ②과거의 성공이 결코 다
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부정적 시각으로 상황을 본다 ③실패할 것이라는 가정 때문에 일을 성취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할 수 있을 경우 낙관적이지만 국가, 기업, 시장 등 자
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비관적인 느낌을 갖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 정보타당성 인식에 대한 영향

정보타당성 인식과정에서는 주관적타당화, 타당성착각이 자료의 객관적 해석에 장애를 준다. 정보분석과
정에서 수집된 자료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지장을 준다. 주관적타당화의 영향은 세상에 대한 이전의 신
념, 기대 또는 가설에 기반하여 두 가지 독립적인 사건을 더 깊고 숨겨진 관계로 인식하려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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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자신의 신념에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정보보다 지지하는 정보를 중시하는 편이
다 ②개인의 진술 또는 다른 정보가 개인적인 의미 또는 중요성을 가지면 정확하다고 간주한다 ③자신과 관련된
사항은,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는 주장에도 관대히 해석하여, 주장에서 어떤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
인 경험과 지식의 보편적 한계, 무지로 인한 한계 등으로 인해 어떤 주장이나 현상을 소수의 개인 경험 및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유효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타당성착각의 영향은 특히 분석된
데이터가 매우 일관된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 예측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
로 다음 태도들이 이에 포함된다. ①특정 이슈 관련 동일한 정보가 반복되면 이를 신뢰하게 된다 ②반복되는 통계
수치를 신뢰한다 ③정치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현상이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분석관
이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를 다른 자료들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예측하려는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착각적상관은 상관성에 대한 비논리적 추론을 유발하고, 역화효과는 자료의 객관성 판단을 거부한다. 이는 변수
들 간의 관계를 잘 못 추론하도록 만들고 자료 내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착각적상관의 영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 변수 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으며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신념을 강화시키고 합리화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들이 이에 속한다. ① 특정 상황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원인을 설정한다 ②상황을 판단할 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징크스를 적용한다 ③ 인종, 민족, 혈액형 등
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특성을 설명한다. 이는 분석관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무언가에 관한 원인을 찾고자 하
며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려는 인지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역화효과는 자신의 신념과 다른 주장
과 관련 자료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지장을 주게 된다. 역화효과의 영향은 자신의 신념과 충돌하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기존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더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려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에 직면했을 때 해당 정보를 거
부한다 ②상충되는 정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래 신념을 더욱 확신하려 한다 ③자신의 신념에
상충되는 정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이는 새로운 상충정보를 검토하고 자신의 신념을 조정하는 것이 많은 에
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수고를 거부하려는 인지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허위합의효과는 의견의 타당성 평가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공감 수준을 과대평가함으로
써 독선을 초래한다. 허위합의효과의 영향은 정상적 의견일치에 대한 과장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정상적 소통과 합의를 심각히 방해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자신이
속한 그룹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
을 것으로 생각한다 ③자신이 속한 그룹의 집단 의견이 더 큰 규모의 집단 의견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
신의 생각과 태도, 행위가 남과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인지적으로 조화와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인지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3. 정보신뢰성 인식에 대한 영향

정보신뢰성 인식과정에서는 가용성편향, 환상적진실효과, 권위편향이 정보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이는 정보분석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보수집의 용이성, 정보의 반복성, 정보출
처의 권위성에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초래한다. 가용성편향 영향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①자신의 경험이나 자주
들어서 익숙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상황을 판단한다 ②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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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들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용한다 ③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신문이나 잡지
에서 얻은 정보보다 더 신뢰한다. 이는 분석관이 기본적인 정보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 모든 정보를 탐색하지 못
하므로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사항을 위주로 판단하려는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환상
적 진실효과의 영향은 반복된 데이터를 더 진실하다고 간주하며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태도로서 다음 태
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그동안 반복되어온 정보가 새로운 정보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②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
가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③특정 이슈에 대해 반복되는 많은 주장들에 대해 사실이
라고 믿는다. 이는 특정 사실이 반복적으로 학습될 때 그 사실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고 이를 진실로 믿게 되는 인
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권위편향의 영향은 전문성에 상관없이 권위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들이 이에 속한다. ①유명 출처의 자료를 더욱 신뢰한다 ②외국
대통령의 말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다 ③정부 고위층의 의견을 하급공무원의 견해보다 더 신뢰한다. 이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따름으로써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편
향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또한 신념편향과 확증편향, 선택적지각이 신뢰성기준을 왜곡한다. 신념편향은 신념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선택
적지각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관련 정보에 더욱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신념편향의
영향은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논증보다도 결론 내용을 기준으로 상황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결론
을 내리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①결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
체계에 부합될 경우에 이를 타당하다고 여긴다 ②결론을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는가보다는 결론의 타당성에 근거하
여 논증의 수준을 판단한다 ③신념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은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 신념 및 선행 지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는 특정 사실이 반복적으로 학습될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한 신념이 강화
되고 이를 진실로 믿게 되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확증편향의 영향은 자신의 기존신념에 부합하는 정보
를 취사선택하려 하며 이로 인해 객관성을 상실한 판단 및 결론을 내리는 태도로써 다음 태도들이 이에 해당된다.
①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입장을 갖는다 ②업무추진과정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방식을 평가하는데 기존에 선호했던 방식을 강화하는 입장에
서 평가한다 ③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정보만 듣는다. 이는 새로운 세계관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기존의 세계관을 강화하려는 인지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선택적 지각의 영향은 외부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인식이나 경험에 가까운 것이나 자
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려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자신이 선
호하는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 ②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기억하며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기억에서 곧 지운다 ③투자를 했을 때 위험과 손실관련 정보보다는 기회와 이익관련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는 필요한 정보를 빨리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정보를 빨리 걸러냄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위
협적이고 모순적인 정보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속영향효과, 부정성편향 등이 정보내용의 객관성에 대한 평가를 왜곡한다. 지속영향효과는 자신이 신뢰했던
정보에 대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신뢰를 유지하고 또한 부정성편향은 정보의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
발하여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지속영향편향의 영향은 거짓 주장에 대한 오류가 수정된 후에도 잘못된 주장과
신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자신의 견해와 정서에 잘 맞는 주장에 비판적이지 않다 ②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틀렸다고 알
려졌음에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③자신이 신뢰했던 근거들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신뢰를 유지한
다. 이는 자신의 신념을 재조정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된 정보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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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부정성편향의 영향은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봄
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단 하나의 부정적인 평
가가 그 전까지의 긍정적인 평가를 절하하게 된다 ②문제해결대안을 선정할 때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수많은 긍정적인 정보가 있음에도 단 하나의 부정적 정보에 평가가 바뀐다. 이는 분석관이
부정적 정보에 민감할수록 생존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인지편향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 정보평가기준 인식에 대한 영향

정보평가 기준 인식 과정에서는 기준점편향, 최신성환상이 비교기준의 객관성을 저해한다. 이는 정보분석
과정에서 처음정보와 최신정보를 다른 정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오류를 초래한다. 기준점편향은 의사 결
정 과정에서 처음 인식된 특정 정보나 특정 가치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다른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객관성을 그르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최종 답을 얻기 위해 초기값을 기준으로
조정치를 추정한다 ② 마음에 들지 않은 대안을 그보다 못한 대안을 비교함으로써 좋은 대안으로 여긴다 ③ 가격을
흥정할 때 상대가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을 중심으로 협상을 한다. 이는 분석관이 첫 번째 획득하는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신성환상의 영향은 과거 자료보다 최신 정보를 무조건 높게 평가하
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정확한 상황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가장 최신 정보를 바탕
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②미래의 상황들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상황을 판단할 때 최근의
관찰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이는 최근의 정보는 더 잘 기억되고 판단을 할 때보다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귀인오류와 집단귀인오류가 인물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왜곡하며 이는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집단의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유발한다. 근본귀인오류의 영향은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구조적 여건, 절박한 상황, 집단의 규범, 판단 착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원인 요소들
을 무시하고 성격이나 동기 등 행위자의 내적 특성 탓으로 돌리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들이 이에
해당된다. ①자신에 대한 현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그 원인을 환경이나 여건 등 상황적 귀인으로 돌린다 ②내 문제
는 ‘세상 탓’이지만 남의 문제는 ‘사람 탓’이라고 생각한다 ③타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서 성격이나 기질 등을 바
탕으로 이해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자신이 관찰자로서 상황적 제약에 대해 알기 어려워 대상자의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단귀인오류의 영향은 특정 개인의 신념, 태도, 특성 및 선호
도가 자신이 속한 특정집단의 선호도와 유사하다고 추측함으로써 개인을 평가하는데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집단의 행동이나 태도에 기반을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다음 태도들이 이에 속한다. ①사람들의 속성을 단
체나 직업과 연관지어 판단한다 ②집단의 속성이 속해있는 개인들의 속성과 사고를 대표한다고 믿는다 ③집단의
활동이 회원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분석관이 개인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가정하면서 집단 내의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하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기위주편향, 거울이미지효과, 주의편향 등이 자기 사고 중심의 기준을 만들어냄으로써 객관성을 왜곡하고 있
다. 이는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사고를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등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자기위주편향의 영향은 성공 요인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돌리고 실패
요인은 외부 요소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의 타당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간과하고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성공은 자신의 개인적인 요인들에 귀인하고, 실패
는 외적 요인들에 귀인 한다고 생각한다 ②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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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흐름의 변화, 경기 침체, 정책환경 등과 같은 환경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③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평가를 받으면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분석관이 자신의 자
존감을 보호하거나 자기고양을 증진하고자 하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거울이미지효과의 영향은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을 동일시 함으로써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상실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외국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②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③자신이 획득한
정보에 대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분석관이 무언가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이 전
형적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도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생각하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의편향의 영향은 특정한 속성에 몰두하거나 집착함으로써 종합적인 사고가 부족하게 되어 판단
을 그르치는 태도로써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자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상황을
판단한다 ②모든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몇 가지 선호하는 옵션을 위주로 결정한다 ③특정한 부정적 기억이 강할
경우 관련된 대안은 무시하거나 피하게 된다. 이는 분석관이 특정 자극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자극을
무시하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특정 대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주변의 환경에 의해 인
식되어온 관념들이 대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저해한다. 편견의 영향은 분석관이 인종, 나이, 성별, 성적 취향, 계
급 상태, 종교 및 국적과 같은 요인에 근거하여 대상 집단의 구성원을 차별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②아프리카 흑인은 유럽의 백인보다 지
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③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분석관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애착을 갖기 시작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속하지 않은 모든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인
지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의 영향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전반적 지식 없이 독특한 특징에 의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 부정적 인식관념을 가지는 태도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역사적으
로 피해를 입힌 국가의 국민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②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면 거부감이 먼저 온
다 ③자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이는 사물 ·상황 ·인물 등에 대해
미리 접한 정보나 자신이 처음 접했을 때 가진 지식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인지편향 때문이다.

5. 대안선택기준 인식에 대한 영향

대안선택 기준 인식 과정에서는 편승효과와 집단사고가 객관적 대안의 선택을 제약한다. 이는 정보분석
과정에서 다수의 압력이 분석관의 대안판단과 선택에 지장을 준다. 편승효과의 영향은 분석관 자신의 판단이나 신
념과 관계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따라 갖게 됨으로써 객관적인 대안선택을 그르치는 경우로
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을 따라한다 ②대중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
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③분석기법을 선택할 때 자신의 판단보다는 다른 분석관들이 많이 선택하는 기법을 주
로 활용한다. 이는 분석관이 주위의 다수 의견을 일종의 사회적 압력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인지편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집단사고의 영향은 집단에서 내린 결정의 맹점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태도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 자신들의 가정에 도전
하는 경고를 무시한다 ② 내부 반대자에 대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다 ③ 집단 합의와 다른 자신의 의견에 대
해 스스로 검열한다. 이는 결속력이 높은 소수의 의사결정 집단이 대안에 대한 분석과 이의 제기를 억제하면서 공
동의 합의를 쉽게 이루려고 하는 인지편향의 영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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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리스크 편향은 위험에 대한 과민한 반응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과도한 대응을 유발하거나 모호성편향은 합
리적 대안의 선택폭을 제약하게 된다. 제로리스크 편향의 영향은 잔존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적절한 과다비용을 지
출하게 됨으로써 수익보다도 더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사소한 위험이라도 대
비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편이다 ②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
는 편이다 ③사소한 위험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측할 수 없
는 많은 결과에 대한 완전하지 않은 통제 욕구와 비교하여, 단일의 보다 사소한 결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
기를 원하는 욕구에 연연하는 인지편향의 영향 때문이다. 모호성편향의 영향은 알 수 없는 확률보다 알려진 확률
에 대해 우호적인 편향을 보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상대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
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②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대안을 피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③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검
증된 기존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는 분석관이 위험을 좋아하지 않으며 알려지지 않은 확률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
므로 선택을 피하려 하는 인지편향의 영향 때문이다.

선택지원편향과 현상유지편향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합리화한다. 선택지원편향은 자기방어를 위해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합리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유발하며 현상유지편향은 새로운 합리적 대안 모색을 제약한다. 선택지원편향의
영향은 자신의 결정에 결함이 있더라도 한 번 내린 결정을 밀고 나가려 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일련의 대안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옵션에 대해보다 긍정적
이고 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②정보판단에서 자신이 선정한 잘못된 대안에 대해 덜 후회한다 ③자신이 거부한
대안 즉 반대의 경우도 긍정적이고 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는 분석관이 과거의 결정을 기억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합리적이었다고 왜곡하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상유지편향의 영향은 분석관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이전에 결정한 결정을 고수함으로써 변화가 줄 수
있는 개선, 발전,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특정이슈관련 오랫동안 동일
한 정보출처를 신뢰하고 활용한다 ②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 ③더 나은 혜택이 주어지더라
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 이는 변화의 방향이 긍정적일 경우가 조금 더 크더라도 부
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인지하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대신 손실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도박사의 오류와 제로섬 편향이 사건예측에 대한 오류와 과당경쟁을 유발한다. 도박사의 오류는 사건의 발생 가
능성에 대한 비합리적 예측을 초래하고 제로섬편향은 흑백논리에 기반하여 대안의 선택폭을 제약한다. 도박사의
오류 영향은 실제로는 독립적인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특정 사건의 발생이 일련의 사건에 뒤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또는 높다고 잘못 판단하는 태도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과거에 동일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반대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②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③한번 발생한 동일한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분석관이 이전
에 경험한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함으로써 특정 사건의 확률을 판단하려는 인지편향이 작용하기 때문이
다. 제로섬편향의 영향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적 위협으로 보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또는 비협력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국제관계에서 어떤 국가가 이득
을 보면 그만큼 다른 국가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②협상에서 상대방의 희생이나 비용이 따라야 자신이 이익
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일개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 다른 국가의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원이 끊임없이 부족한 인간 환경에서 성공적인 자원 확보가 생존에 유리하다는 암시적 가정을 갖는 인지편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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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능력 인식에 대한 영향

실행능력 인식 과정에서는 계획오류와 과신효과가 취약요인 분석에 실패하도록 만든다. 정보분석과정에
서 계획오류는 예산, 인력, 기간 등 제반 조건에 대한 판단오류를 초래하고 과신효과는 자신의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저해한다. 계획오류의 영향은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속도를 과대평가하거나 일을 끝내기까지 걸리
는 시간을 과소평가함으로써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일의 과정
에서 생기는 수많은 장벽들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 ②특정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
에 계획된 일시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③최적의 상황만 예상하고 구체적인 것이 아
니라 막연한 기대만을 갖고 추진한다. 이는 계획을 수립할 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인지편향 때문이다. 과신효과의 영향은 도전이나 위험을 극복할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판단에 실패하게 되는 것으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
자신의 보고서 작성능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②자신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③자신의 문제 제기 능력이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종종 자신의 능력, 지식 또는 작업에서 성공하는 방
법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이다.

몰입상승효과, 조명효과가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저해한다. 몰입상승효과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손실만회와 성공집착으로 무리한 추진을 유발하고 조명효과는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
몰입상승효과는 의사결정을 내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증거와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나는데도
과거의 의사결정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몰입하고 집착함으로써 큰 손실을 보게되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프로젝트에 더 몰입한다 ②자신의 과거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 전략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암묵적으로 무시한다 ③과거의 경험과 위신, 체면 등 때문에 위험이 있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확대해 나간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게
작용하는 인지편향으로 인한 것이다. 조명효과는 세상일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해 과소평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결점이나 실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으로
써 정신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자신이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②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가정한다 ③자신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분석관이 자아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자기 주변의 세계를 평가하려는 인지편
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존자편향과 머피의 법칙이 성공에 대한 과대망상과 부정적 사고 등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생존자편향은 성
공이 쉽다는 인식을 주게 되고 머피의 법칙은 성공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된다. 생존자편향은 실패사례
에 대한 고려 없이 성공사례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폭을 좁힘으로써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해당된다. ①실패사례는 기록이 없거나 빈약한 반면, 성공사례는 풍부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본의 아니게 성공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진다 ②성공한 사례들만 보고 그들의 공통점만 추려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한다 ③실
패한 분석보다는 성공한 분석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보분석이 쉽다고 생각한다.

이는 분석관이 운의 중요성이나 다른 요소에 관계없이 실패사례보다 생존사례를 중시하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머피의 법칙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 또는 자신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추
론함으로써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비관주의 편향을 가지는 경우로서 다음 태도가 이에 속한다. ①자신에게는 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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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어려운 임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②자신이 선정한 분석이슈가 다른 분석관들에 비해 지휘부로부터 잘
채택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③자신이 선정한 분석이슈는 상황이 늘 복잡하게 전개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실제 확
률은 50%지만 부정적 심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잘못될 확률을 높게 인식하는 인지편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IV. 정보분석과정에서 구조화분석기법 적용 범위

1. 문제 제기의 적합성과 적시성 판단 개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정책과의 관련성에 대한 적합성, 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확성, 대
응 시점에 대한 적시성 판단을 필요로 한다.46) III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타조효과는 문제 제기의 능력을 저해
하고 정상화편향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판단을 저해한다. 타조효과의 문제점은 위험을 회피하려함으로써 문제
의 정확성 판단오류를 초래하고 또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시성 판단의 오류를 초래한다. 정상화편향의 문제
점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수준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정확성 판단오류를 초래하며 또한 적절한 대
응 시기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적시성 판단의 오류를 초래한다. 낙관주의편향과 비관주의 편향은 위험 발생 가능
성에 대한 평가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낙관주의편향과 비관주의 편향은 위험 발생수준에 대한 인식오류를 유발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성 판단과 대응 시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적시성 판단오류를 초래한
다. 이를 통해서 타조효과, 정상화편향, 낙관주의 편향, 비관주의 편향이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정확성과 적시성 판
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제기 인식관련 위기나 위험의 정확성과 적시성 판단 개
선의 방향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
리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서 정확성과 적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화분석기법은 특정 인지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며 분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문제 제기 과정에서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지편향을 차단하고 분석의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
음과 같은 구조화분석기법이 유용하다. 위기나 위험의 정확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화분석기법으로는
‘징후분석기법’이 유용하다. 징후분석(Indicator Analysis)은 사건을 추적하고 추세를 탐지하며 예기치 않은 변화를
경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으로 현존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동, 조건, 사실 또는 사건들로 구성
된 징후를 사전에 수립하여 관찰함으로써 조기경보와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징후분석은 문제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도움을 준다.47) 위기나 위험의 적시성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
화분석기법으로는 ‘위기확률 및 영향분석’이 유용하다. 위기확률 및 영향분석(Risk probability and Impact
Matrix)은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으로 확률이 불확
실한 상황에서 위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기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48) 위기확률 및 영향분석은 대응시기와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46) 김윤덕, 국가정보학(2006, 박영사). p141-142.
47) 이길규외 3인 역(주44).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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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관계 타당성 평가 개선
합리적인 정보자료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자료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정확성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분석과정에서 정보판단의 근거로 정보자료 즉 첩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진실의
부합성 즉 정확성을 판단해야 한다. III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주관적타당화, 타당성착각이 자료의 객관적 해석
에 장애를 준다. 주관적타당화의 문제점은

자신과 의미있는 정보자료의 내용을 중시함으로써 정보자료내용에 대

한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성이 없는 정보자료를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판단에 이용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타당성착각의 문제점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자료를 신뢰함으로써 객관적인 예측을 저해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성이 없는 패턴을 맹신함으로써 빗나간 예측을 하게된다. 또한 착각적상관의 문제점
은 변수 간의 상관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해 비논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역화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의 신념을 기준으로 정
보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자료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정보판단의 객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허위합의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공감수준을 과
대해석함으로써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공감수준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한 독선적인 판단을 초래한다. 상기 전술한 인지편향들이 정보자료의 정확성 해석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타당성인식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관계 타당성 평
가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야한다고 본다.

객관적인 정보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자료해석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화분석기법 중 다음 기법들이 유용하다.
정보자료의 객관적 해석과 관련하여 ‘핵심가정분석’이 유용한다. 핵심가정분석(Key Assumption Check)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가정들과 각 가정들의 근본을 이루는 근거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법으
로 주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생성하게 하고 타당성의 수준을 확인토록 해준다.49) 핵심가정분석은 무엇보다도
정보자료 내용의 타당성을 선별하는 데 유용하다. 비논리적 정보판단과 관련하여 ‘논증지도’가 유용하다. 논증지도
(Argument Mapping)는 특정 주장의 논증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검증대상의 주장, 가설, 판단을 기술
하고 이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모든 가정과 증거들을 논증지도에 배열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한다.50) 변수 간의
타당성 평가에는 ‘인과고리분석’이 유용하다. 인과고리 분석(Causal Loop Diagrams)은 특정한 문제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인과적 관계로 모델화하여 근원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기법으로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추출하고 추출한 요소들을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로 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체 상황의 인과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51)

3.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 개선
합리적인 정보자료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자료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신뢰성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가용성편향의 문제점은 수집이 용이한 정보자료를 신뢰함으로써 정보자료의 신뢰성 판단을 저해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뢰수준이 떨어지는 정보자료에 대해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여 정보판단의 중요근거로

48)
49)
50)
51)

http://apppm.man.dtu.dk/index.php/Impact_and_Probability_in_Risk_Assessment (2021.6.19.검색)
이길규 외 3인 역(주44).pp.249-250.
https://en.wikipedia.org/wiki/Argument_map (2021.6.19. 검색)
https://thesystemsthinker.com/causal-loop-construction-the-basic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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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환상적 진실효과의 문제점은 반복되는 정보에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
과적으로 신뢰성이 적은 정보임에도 반복수준을 신뢰기준으로 활용하여 정보판단을 하게되는 오류를 범하게된다.
권위편향의 문제점은 정보출처의 권위성에 과도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보의 출처가 되는 대상이 다른 분
야의 정보내용에 대해서도 권위성을 가질 것이라고 오판함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신념편향과 선택
적지각이 신뢰성기준을 왜곡한다. 신념편향의 문제점은 자기신념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정보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적지각 역시 자신의 희망사항이 기준이 되어 정
보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보판단에 중요한 근
거가 될 수 있는 정보자료의 선택을 제한하게 된다. 지속영향효과, 부정성편향 등이 정보내용의 객관성에 대한 평
가를 왜곡한다. 지속영향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이 신뢰했던 정보가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신뢰함
으로써 정보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객관성이 미흡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릇된 정보판단을 하
게된다. 부정성편향의 문제점은 정보자료의 객관성 수준에 상관없이 내용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판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의 선별을 제약하게 된다. 상기 전술한 인지편향들이 정보자료의 신뢰성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인식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
가 개선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객관적인 정보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
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화분석기법이 유용하다. 정보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관련하여
‘구조화자기비판’이 유용하다. 구조화 자기 비판(Structured Self-Critique)은 반대편의 관점에서 출처의 불명확성,
분석절차, 핵심가정, 증거의 진위, 특이 증거, 첩보의 갭, 대안적 결정, 기만의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기
존분석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자신들이 실시한 분석의 약점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52) 정보내용의 신뢰성 평가와 관
련하여 ‘악마의 변론’이 적용될 수 있다. 악마의 변론(Devil’s Advocacy)은 주장, 판단, 계획, 의사결정에 대해 비
판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특히 대안적 해결책이 철저히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주장 및 판
단의 오류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 의심스러운 가정, 증거, 가설 및 주장, 증거 부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
여 최선의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준다.53)

4. 첩보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

정보평가기준의 인식문제는 정보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2가지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준점편향의 문제점은 자신이 처음 획득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잘못 평가함으로써 그
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 최신성환상의 문제점은 최신정보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자료
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와 현재에 이른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를 그르침으로써 추세 및 흐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III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근본귀인오류와
집단귀인오류가 인물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왜곡하며 이는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거
나 집단의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유발한다. 근본귀인오류의 문제점은 분석대상 인물의 행위에 대해 개
인적인 요소를 판단근거로 사용함으로써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상 인물의 행위와 관
련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환경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정확성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요소가 결

52) 이길규외 3인 역(주44).pp.294-295.
53) https://medium.com/@kavyachaturvedi10/devils-advocate-theory-196bff3b38cd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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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뢰성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함으로써 비논리적인 상황판단을 하게 된다. 자기위주편향,
거울이미지효과, 주의편향과 등이 자기사고 중심의 기준을 만들어냄으로써 객관성을 왜곡하고 있다. 자기위주편향
의 문제점은 자기이해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상황을 잘못해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상황해석으로 잘못
된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거울이미지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의 사고를 기준으로 다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결
과적으로 상황판단의 객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상황을 오판하게 된다. 주의편향의 문제점은 특정한 기준에 자극되어
그릇된 평가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의에 휩쓸린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자기중심사고, 거
울이미지효과, 주의편향등의 기준점들이 정보내용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뢰성 또한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특정대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주변환경으
로부터 오랫동안 학습되어온 시각을 중시함으로써 객관성인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객관성이
적을 수 있어 정확성이 미흡하고 또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권위편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뢰성이 미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물 및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상실은 비합리적인 행위와 행
동을 유발하게 된다. 상기 전술한 인지편향들이 정보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해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평가기준 인식 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첩보의 신뢰성, 상황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
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화분석기법이 유용하다.

비교기준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경쟁가설분석’이 유용하다. 경쟁가설분석(Analysis of competitive hypotheses)은
경합 관계에 있는 가설들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하여 가설과 증거들을 행렬 표에 담아 가설 간의 연관성과 증거의
변화를 추적해가며 가설을 검증하는 기법으로 가설과 증거 사이에 가능한 모든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판단에
영향을 주는 소수의 증거항목을 확인토록 해준다.54) 인물 및 상황평가의 기준왜곡과 관련하여 ‘내외요소분석’이
유용하다. 내외요소분석(Internal-External EvaluationFactor Matrix)은 프로젝트와 연결된 내부, 외부의 비즈니스
요소들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내부요소와 외부 요소를 리스트화하고 중요성과 반응을 중심으로 대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55) 자기사고중심의 기준과 관련하여 ‘레드햇분석’ 등의 적용이 유용하다.56) 레드 햇분석
(Red Hat Analysis)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을 예측하려는 기법으로 상대의 문화에 대한 깊

은 이해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과거 행위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를 정확하게 분석하게해준
다. 그리고 왜곡된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여섯색깔모자사고’ 가 유용하다.57) 여섯색깔모자사고(Six Thinking Hats)
는 정보, 감정, 취약성, 장점, 창의성, 사고의 조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관심을 갖고 관련되는 관점들을
바탕으로 이슈에 접근함으로써 관습관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게 해주며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가설, 대안,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

합리적인 대안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가능성 있는 가설과 시나리오 검
토가 필요하다. III 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편승 효과와 집단사고가 객관적 대안의 선택을 제약한다. 편승 효과

54)
55)
56)
57)

Richards J. Heuer, Jr, Psychology of Intelligence Analysis(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1999).pp.95-96.
https://strategicmanagementinsight.com/tools/ife-efe-matrix.html (2021.6.19. 검색)
이길규외 3인 역(주44).pp.267-268.
https://en.wikipedia.org/wiki/Six_Thinking_Hat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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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은 다수의 선택에 대해 합리성 수준을 높이 부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수가 선택하는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하고 관련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합리적 대안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집단사고의 문제
점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결정에 합리성을 높이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단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억제시키고 결정에 대한 합리성 판단을 차단함으로써 합리적 다른 대안의 선택을 제약하게 된다. 또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맹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제로리스크편향과 모호성 편향이 위험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유발한
다. 제로리스크 편향의 문제점은 위험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자원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모호성편향의 문제점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대안을 배제시킴으로써
합리적 대안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폭넓은 대안검토를 제약함으로써 효과성있는 대안선택을 제한
할 수 있다.

III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선택지원평향과 현상유지편향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합리화한다. 선택지

원편향의 문제점은 자신의 결정을 최선의 결정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재검토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지속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현상유지편향의 문제점은 현상의
조건을 유리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현상변경을 통한 이익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제약함으로써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도박사의 오류와
제로섬 편향이 사건예측에 대한 오류와 과당경쟁을 유발한다. 도박사의 오류 문제점은 과거사건에 기반한 확률이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거없는 확률적 예측을
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로섬편향의 문제점은 경쟁에서 획득하는 결과물을 제한적으
로 보고 있어 많이가져야 한다고 오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경쟁의식을 유발시킴으로써 윈-윈할수 있는
협력대안 선택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대안선택기준 인식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가설, 대안,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합리적 대안의 선택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화분석기법이 유용하다. 편승과 집단적 사고에 의한 합리적 대안선택과 관련하여 ‘진보적 장애물
기법’이 유용하다. 진보적 장애물기법(Progressive Hurdles)은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모아진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위한 기법으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선별해내고 합리적
이고 공평한 아이디어 선별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58) 위험반응관련 균형 있
는 결정과 관련하여 ‘역장분석’이 유용하다.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
소(힘)들을 분석하여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으로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저항요소들을 리스트화하고 토론, 평가함으로써 저항요소를 줄이고 지지요소
를 강화하는 유리한 솔루션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기결정 합리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법으로

‘의사

결정수’기법이 유용하다. 의사결정수(Decision Tree)는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목표와 상황과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
내어 초래될 불확실한 상황들과 그것이 가져올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확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적 대안을
선택하도록 해준다.59)

과당경쟁과 관련하여 ‘협조게임’등이 유용하다. 협조게임(Cooperative Game)은 참가자 그

룹 간의 경쟁이 있으나 경기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발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에 합의하여 연대가 허용되는 게
임으로 연합을 형성하여 집단이 취하는 공동 행동과 그 결과로 생기는 집단적 보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
준다.60)

58) https://www.mycoted.com/Progressive_Hurdles (2021.6.19. 검색)
59) 노화준, 정책분석론(박영사, 2012).pp.269-288.
60) https://www.intechopen.com/books/game-theory-relaunched/cooperative-game-theory-and-its-application-in-localization-algorithms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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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신의 취약요인과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개선

실행능력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취약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III 장에
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계획오류와 과신효과가 취약요인 분석에 실패하도록 만든다. 계획오류의 문제점은 목표를 완
수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요소들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기간에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 과신효과의 문제점은 목표완수와 관련된 자신의 취약요소를 객관적
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못 판단된 능력을 바탕으로 한 목표는 결과적으로 완수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
게 된다. 몰입상승효과, 조명효과가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저해한다. 몰입상승효과의 문제점은 실패상황
의 취약요인을 경시하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과잉확신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작은 실패를 큰 실패로 부풀리게 된다. 조명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자신의 합리성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잉확신으로 인해 과신효과를 초애
하게 된다. 또한 생존자편향과 머피의 법칙이 성공에 대한 과대망상과 부정적 사고 등 영향을 주고 있다. 생존자
편향의 문제점은 알려져 있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을 일반화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다. 결과
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실패함으로써 무모한 도전을 초
래 할 수 있다. 성공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머피의 법칙의 문제점은 부정적 확률을 과대인식함으로써 성
공가능성을 낮게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과업의 성과를 축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실행
능력인식관련 구조화분석기법을 자신의 취약요인과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개선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기 해당 인지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화분석기법이 유용하다. 취약요인분석과 관련하여 ‘실패모드 및 영향분석’이 유용
하다. 실패모드및 효과분석(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은 업무의 과정 전반에 걸쳐 실패의 잠재적 가능
성을 고려하여 기획자나 매니저가 실패모드를 확인하고 액션플랜을 재점검토록 해주는 기법으로 위험의 가능성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문제발생을 피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업무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
다.61) 자신의 실행능력에 대한 과잉확신과 관련하여 ‘스와트분석’이 유용하다. 스와트분석(SWOT Analysis)은 강
점(Strenth), 약점(Weakness) ,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의 기준을 통해 내부 및 외부환경을 진단하여 대
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법으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관 관련된 리스트를 도출하여 4가지 분야에 대해 가중치
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의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비즈니스전략, 투자, 제품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62) 성공에 대한 과대망상에 대해 ‘사전실패가정분석’ 등이 유용
하다. 사전실패가정분석(PremortemAnalysis)은 미래의 시점에서 분석이 실패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왜 실패했는지
그 요인을 찾아가는 분석기법으로 잠재적 실패 요인을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실패가 발생하기 이전에 분석 실패
의 위험성요소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63)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가정분
석이 유용하다. 역가정기법(Reversal Assumption)은 확인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으로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이슈, 아이디어, 목적 등을 부정적인 형태로 기술함으로써 역가정을통
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64)

61) https://www.juran.com/blog/guide-to-failure-mode-and-effect-analysis-fmea/ (2021.6.19. 검색)
62)https://www.liveplan.com/blog/what-is-a-swot-analysis-and-how-to-do-it-right-with-examples/ (2021.6.19. 검색)
63) https://www.processexcellencenetwork.com/business-process-management-bpm/articles/pre-mortem-analysis-anticipating-pitfalls-to-incre
(2021.6.19. 검색)
64) https://thinkjarcollective.com/tools/reversing-assumptions-technique/ (2021.6.1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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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정보분석은 정보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분석은 사실상 하나의 정보사안
에 대해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정보자료의 수집, 정보자료의 평가, 정보판단, 대안의 검토 등 정보생산의 시작에서
부터 종료까지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론을 통해 6개의 정보분석과정에서 40여 개의 다양한 인지편
향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분석의 객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편향의
영향을 극복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분석과정에
서 문제 제기의 적합성과 적시성 판단 개선,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 관계 타당성 평가개선, 정보 내용과 출처
의 신뢰성 평가개선, 첩보의 신뢰성, 상황 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 가설, 대안,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 자신의 취약요인과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개선의 방향으로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구조화분석기법이 객관적인 정보분석의 수행을 위해서 분해와 시각화, 아이디어창출, 시나리
오 분석, 가설수립과 검증, 인관관계평가, 도전분석, 갈등관리, 의사결정지원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65)하면서 개발
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지편향을 극복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정보분석의 과정에서 인지편향을
극복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분석에서 실패하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30%이고 인지편향의
비중이 70%라고 알려져 있다.66) 본론을 통해서 정보분석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편향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분석의 객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분석
기법의 적용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탈 인지편향을 위한 논증기반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은 정보분석
의 능력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16개 정보기관의 정보공동체에서 구조화분석기법
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 정보분석과정에서 구조화분석기법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65) 이길규외 3인 역, 앞의 책(주44),pp16-17.
66) Royce, Celeste S. MD; Hayes, Margaret M. MD; Schwartzstein, Richard M. MD, Teaching Critical Thinking: A Case for Instruction in
Cognitive Biases to Reduce Diagnostic Errors and Improve Patient Safety, Academic Medicine: February 2019 - Volume 94 - Issue
2 – pp.187-194. 의사의 진단실패 원인중 인지편향이 70%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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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국가정보연구 게재 논문을 통해 본 한국 국가정보학 연구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I. 한국 국가정보학 주요 현황

- 권위주의 시절 국가정보를 다루는 ‘비밀주의’적 접근이 아직까지 유산으로 작용
- 국가정보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북한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현실
- (관련하여)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영역이라는 인식
- 국가정보가 통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여러 기관에 걸쳐 산재한 상황

II.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발달

1. 2009년 “국가정보연구” 창간
- 연구의 대부분이 외국 사례를 분석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
-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한국적 연구의 부족
- 양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 법학, 정치학, 사회학, 정보학 등 학문적 분류를 포함한 여러 문제점이 작용
2. 매우 제한적인 연구자의 참여에 그치고 있는 현실
- 국가정보학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
3.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들의 인식 부족
- 에너지안보, 국제테러, 미중경쟁, 국제보건안보, 환경문제 등 미래 국제사회의모든 이슈의 핵심에는
‘정보 전쟁’이 자리 잡고 있음.

III. 한국 정보학 연구의 미래

1. (염돈재의 분석에서 보듯이) 국가정보학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법제적, 정보공개 등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함.
2. 학문 분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 확보
- 학술활동 역시 유익하고 재미있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
- 학문 후속 세대를 포함한 연구진의 확대 노력
-> 이러한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시장(academic market)”이 형성되어야 함.
3. “한국적” 국가정보학의 정립
- 한반도(북한) 문제의 특수성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가정보학이 ‘북한문제’와 ‘보편적인 정보 문제’로
구분하여 발달하는 일종의 ‘한국적’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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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국가정보학의 지나온 길, 나아갈 길
김영기(명지대학교)

2S-1. 신유섭 연세대 교수님의 국가정보연구 게재 논문을 통해 본 한국 국가정보학 연구

<발표내용>
한국정보학 연구와 연구 경향, 정보학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정보학 연구의 미래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한국정보학 연구의 경향에서 정보기구 및 활동과 관련된 연구의 비중 관련 염돈재 교수님이 분석한
2009년 이전 연구 중 26%(31건)를 차지하던 것에서 2020년 ⌜국가정보연구⌟ 13권 2호까지 게재된 139편 중
41%(57건)로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나 대부분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
고, 군사정보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오히려 2009년 이전의 연구 중 14%(17편)를 차지하던 것에서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국가정보연구⌟에서는 2%(3편)로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의 정보개혁 움직임이 국가
정보원 및 국내 정보활동에 집중되어 온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학이 짧은 기간 동안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정보학 분야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자들의 충원 측면에서 군사정보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 주어져 왔음을 말해주고도 있다.

<의견>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국가정보연구⌟에서 군사정보 활동 관련 연구 저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
견으로 문정인 교수님의 2002년 국가정보론에서는 총 19개 장 644페이지 중에서 1개 장 27페이지를 국방정보론
으로 기술하고 있으나,1) 한국국가정보학회가 발간한 2013년 국가정보학에서는 국방정보론을 미포함하고 있어 국
가정보학회 학술지인 ⌜국가정보연구⌟에 국방정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군사정보 활동 관련 논문의
게재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문 정보의 하나로 국방정보를 구분은 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에서 국방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국방부에서
국가정보학을 정보군무원 시험과목으로2)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정보학의 범주에 국방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2013년 한국국가정보학회 발간한 국가정보학이 국방부 정보군무원 기본서로도 활용됨을 고
려 시급히 교재의 최신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국가정보학 교재 재발간 시 국방정보학을 포함하여 반영하거나, 총론과 각론으로 국가정보와 부문 정보
로 구분하여 부문정보에 국방정보를 포함하는 방법을 통한 ⌜국가정보연구⌟에 군사정보 연구 활성화 유도방안에
대한 신유섭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문정인, 국가정보학, 박영사, 2010.2.20., pp.55-81. 제3장 국방정보론은 1. 국방정보란 무엇인가? 2. 국방정보와 국가정보의 연계성 3.
국방정보의 분류 (1) 전략정보 : 개인신상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운송·통신정보, 군사지리정보, 군사정보, 정치정보, 과학·기술정보
(2) 전투정보 : 전투서열정보, 군사능력분석 (3) 국방정보체계의 비교분석 : 한국, 미국, 유럽과 이스라엘,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고 있다.
2)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3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2020.7.27.)에서 군사정보 및 기술정보 직렬에 국가정보학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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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2. 박종재 한양대 교수님의 비밀정보활동과 윤리의 양립 가능성 고찰

<발표내용>

결론에서 정보활동과 윤리성을 양립시키는 문제는 모순된 두 개의 가치를 억지로 조화시키려 하는 것처
럼 현실 국제정치나 우리 안보의 현실에서는 무척 양립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활동과
윤리의 문제는 흑백의 논리로 보거나 특정한 잣대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 시
각으로 사회변화의 흐름과 발맞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그럼에도 불구, 우리 정보활동의 목
표는 결국 보다 나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데에 있는 만큼,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활동 내용도 가능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될 수 있도록 내부적ㆍ현실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끝.

<관련 법령>

국가정보원법에서는 제3조에서 국정원의 운영 원칙과 제21조부터 23조까지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
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에서는 직원의 취임선서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
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국가안전
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
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질문>

국정원법 제21조부터 23조까지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가 아닌 제3조의
국정원의 운영 원칙 중 직원 관련 제2항과 국정원직원법 제15조의 선서 관련 내용이 국정원의 기본적인 윤리규정
이라고 보여지는데, 박종재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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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3. 김강무 교수님의 정보분석 과정에 미치는 인지편향과 구조화 기법의 적용 방향 연구

<발표내용>

인지편향이 정보분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영향의 방향에 따라 탈인지편향을 위해 개발된
논증기반의 구조화분석기법 적용범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편향은 위기 및 위험 인식, 정보타당성 인식,
정보신뢰성 인식, 정보평가기준 인식, 대안선택기준 인식, 실행능력 인식 등 6개 정보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각 과정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비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유발하고 있다.

정보분석과정에서 인지편향이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구조화분석기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위기 및 위험인식관련 위기나 위험의 정확성과 적시성 판단 개선을 위한 적용 방향이 필요하다.
정보타당성 인식 관련 정보자료 내용, 논증, 변수 관계 타당성 평가개선을 위한 적용 방향이 필요하다.
정보신뢰성 인식 관련 정보내용과 출처의 신뢰성 평가개선을 위한 적용 방향이 필요하다.
정보평가기준 인식 관련 첩보신뢰성, 상황 요소, 사고기준 비교의 객관적 판단의 개선 등을 위한 적용 방향이 필요하다.
대안선택기준 인식 관련 가설, 대안, 상황의 객관적 판단 개선 등의 적용 방향이 필요하다.
실행능력 인식 관련 자신의 취약요인분석과 실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개선을 위한 적용 방향이 필요하다.

정보분석과정에서 상기 적용 방향에 적합한 구조화분석기법의 활용은 인지편향의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정보분석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의견>

인지편향은 인간의 두뇌가 개인의 경험과 선호도의 필터링을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객관적
사고의 한계를 말한다. 구조화분석기법의 장점이 정보분석과정에서 인지편향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분석관이
확인된 인지적 한계를 완화하고, 알려진 분석적 편향을 회피하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심리상태 또는 사고방식
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3) 정보실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석관의 인
지적인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4)

김강무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현재까지 개발된 구조화분석기법들이 다양한 인지편향을 회피하는데 어떻게 효과
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이길규외 3인 역, 정보분석을 위한 구조화분석기법 (박영사, 2016), p8.
4) 허태회,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와 전략(2019, 제1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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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분석과정에 미치는 인지편향의 영향과 구조화기법의 적용 범위 연구

박홍도(한국외국어대학교)

o 논문의 연구목적이 ‘인지편향이 정보분석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영향의 방향에 따라 탈인지편향을
위해 개발된 논증기반의 구조화분석기법 적용범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잘 정리되어 있음.

o 인지편향의 종류는 위기 및 위험인식, 정보타당성 인식, 정보신뢰성 인식, 정보평가기준 인식, 대안선택 기준
인식, 실행능력 인식 등 6개 정보분석과정에서 40가지로 정리하고, 이러한 인지편향이 정보실패의 압도적 다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함.

o 더불어 여기에서 제시된 구조화기법들이 정보분석의 과정에서 인지편향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탈 인지편향을 위한 논증기반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은 정보분석의 능력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o 사실 정보분석의 과정을 6가지로 분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실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이
6가지는 정보분석 과정은 조기경보나 장기전망과 같은 업무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 조기경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나 위험의 인식 내지 식별일 것임. 따라서 국가안보의 위기나
위험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문제 인식도 필요할 것임.

- 장기전망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편향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특히 최근의 정치적/이념적 양극화로 국가안보 담론도 영향을 받고 있는 점에서는
초정파적 장기전망 예측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인지편향 연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객관적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o 조금 더 바란다면 평시 분석의 주요 대상은 상대국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분석일 것임. 여기에서 제시된 구조화
분석기법도 유용할 수 있겠지만, 분석업무의 대상에 따라서는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기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함.

한국국가정보학회 2021 하계학술회의

Session III : 질의와 종합토론
국가정보활동의 미래 – 진단과 제언
2021년 06월 30일(수) 16:40~17:50

▶ 사회 : 김유은
▶ 토론 : 이일환 (한양대학교), 손재락 (건국대학교), 신봉섭 (한림대학교),
김상배 (서울대학교), 최낙중 (국방대학교), 임준태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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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활동의 미래 : 진단과 제언]
내준신, 진회, 그리고 빠삐용
이일환(한양대학교)

국가정보학회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 고민했다. 훌륭한 분들이 앞서 발제문에서 귀
중한 혜안을 제시해준 만큼, 본 토론자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문학적 관점으로 역사 속 인물과 빗대어 미력한 견
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싶은 사람은 과거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창설된 지 60주년을 맞았다. 귀중품 있고 존경받아야 할 ‘회갑연’이 한숨과 실의로 가득
찬 회갑연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의 60년 영욕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연륜이 곧 발전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세월의 흐름과 다르게 거꾸로 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회갑을 맞은 국정원은 ▲ 얼마나 충실하고 모범적인 ‘국가정보기관이란 탑’을 쌓아왔는가? ▲ 비밀정보기관에
걸맞고 정보환경에 변화에 부응한 교리와 방법, 그리고 skill을 발전시켜 왔는가? ▲ 다른 부문 정보기관을 선도하
고 압도할 정도로 실력을 배양해왔는가? 등과 같은 물음들이 꼬리를 물었다.

무릎의 연골조차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시한 ‘개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실시한 조
직과 인사 칼 대기는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악독한 간신이었던 來俊臣의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來俊臣은 측천무
후의 신임을 등에 업고 반대파나 경쟁자들을 잔혹하게 저 세상으로 보냈다. 대나무를 잘라서 날카롭게 만든 뒤 이
를 길바닥에 뿌린다. 그 위에 정적들을 옷을 벗겨 맨몸을 만든 뒤 손을 묶고 앞에서 말이 끌고 간다. 그 고통과
잔인함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이다.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이와 다를 바 없다.

‘비밀의 성’이어야 할 정보기관은 수시로 정치적인 계산이나 희생양이 되어 저잣거리 고기처럼 도마 위에 올랐
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꿈속에서나마 제갈량이 구사했다던 空城計였으면 좋았겠다는 망상까지
도 해보았다. 남송 시절 고종과 한패가 되어 금나라의 공격이 무서워 수십 만 냥의 은과 수십만 필의 비단으로 평
화를 구걸하여 남송을 무력한 국가로 만든 ‘秦檜’ 역시 두 번째로 떠오른 인물이다. 전투력이 상실하고 ‘월급쟁이
공무원’으로 전락한 정보요원과 오버랩되었다. 정보는 어떤 의미에서 ‘더러운 작업’이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wet
jobs’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지금의 국정원은 wet jobs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모르겠다.

과거 로마 시절 황제들이 사적인 정보조직인 ‘프루멘타리(frumentarii)’를 은밀히 운영했다. 프루멘타리는 기원
후 100년의 초반을 다스린 황제 하드리아누스(재위 117-138)가 만들었다. 일종의 비밀경찰이다. 하드리아누스 황
제는 모든 지역에 있던 프루멘타리를 투입했다. 식량 공급 부대원으로 자처하며 사람들 사이에 파고 들었고 시장
과 도시, 항구 등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루멘타리는 로마인들의 총애를 잃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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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황제들이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다지는데 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284-305년)
는 프루멘타리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당연히 로마인들의 찬사가 뒤따랐다. 그러나 비밀경찰이나 비밀활동 없이 나
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다.

이슬람의 셀주크 왕조(11-14세기) 시절 유명한 페르시아 재상이었던 니잠 알몰크는 자신의 저서 「정치의書」
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하, 군사, 근처에서나 멀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은 군주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이다. 군주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정보원과 경찰 등을 파견함으로써 지배자는 자신이
공정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바짝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골프에서 망가질 때 프로선수조차 연습장에 가서 샷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첩보
활동의 기본은 1) 적에 대한 정보활동(경쟁자/ 친구들에 관한 것도 있음), 2) 은폐된 영향력의 파악, 3) 자신들의
통치기구 보호, 4) 적의 첩보활동 내부로 침입하는 것이다. 사이버 시대라고 변하지 않은 첩보계의 철칙이라고 강
조하고 싶다.

그리고 지엽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intelligence의 개념도 확장하자. 이미 일반인들은 intelligence와 information
과 혼용해서 쓰고 있다. 정보연구자들이 intelligence 개념을 고집하는 동안 정보의 대중성은 멀어지고 있다.
intelligence를 “적이나 경쟁자(경쟁국)에 대한 정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면 어떨까 제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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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활동의 미래 : 진단과 제언]
손재락(건국대학교)

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권위주의 등 체제 성격을 불문하고 정보기관을 운영하
고 있다. 그 목적은 국가생존, 국가안보 수호, 국익증진, 집권자의 정권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정보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기관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통치자에게 자국의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그리고
보다 용이하게 정책을 결정하도록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 과정에서 통치자가 중요하게 관심을
두는 대외적 사안에 있어 비밀공작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여러 업무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이나 외국세력의 자국에 대한 전략적 기습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수집
을 통해 적대세력의 침략을 겨냥한 활동을 탐지하고 의도를 평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다. 6.25 전쟁ㆍ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나 알카에다의 9.11테러가 전략적 기습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같은 기습으로 인한 막대한 피
해가 정보기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5.16 혁명과업 수행에 있어 장애물 제거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를 위해 조정권ㆍ수
사권을 부여하여 ‘무서운’ 기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정주진 발제문 p5) 중앙정보부는 권력기관으로 출발했다. 이
를 위해 중앙정보부법이 △수사에 있어 검사 지휘배제(§6 ②) △ 전 국가기관은 중정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
조와 지원(7§①) 등을 명시했으며 단적으로 그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ㆍ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으므로 중앙정보부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
었던 환경이었다. 우리의 상황은 미국 CIA의 출범 초기 상황과 확연히 대비된다. CIA가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민
간주도의 중앙정보기구로 설치되면서 권한ㆍ예산ㆍ인원 등이 미흡하여 초반에 CIA 국장으로 지명되었던 여러 장
군들이 임명을 꺼려하였고 당시 핵심 정보기관이었던 해군ㆍ육군ㆍFBI의 막강한 기득권에 밀려 정보수집이나 분석
은 물론 법적 권한인 정보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 환갑을 맞은 국정원은 중정ㆍ안기부와는 확연히 다른 시대로 진입하였다. 국내정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
로 안주했던 권력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국가정보만 담당하는 기구로서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보여주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권한은 줄고, 여건은 더 어려워진데 반해 국가가 요구하는 정보나 정치권ㆍ국민들의 시선은 CIA나
모사드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그 갭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 1990년대초 냉전이 종식된후 미국에서는 정보공동체
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원ㆍ조직ㆍ예산 등 정보인프라가 상당히 삭감되었고 그 상황에서 정보기관 스스로도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PDD(대통령 결정지시)35를 통해 군
사작전에 대한 정보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라고 지시함으로서 정보공동체가 국가정보가 아닌 군사적 전술정보
제공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작전 지원과정에서 많은 CIA요원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전장
에 파견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실행하였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약화된 미국 정보공동체
는 결과적으로 9.11테러 저지에 실패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

미래의 정보환경은 나노기술ㆍ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지구촌에 확산된 가운데 미 중간 패권 다툼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국가들 간 긴장이 증대될 것이다. 중ㆍ러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연합국간 경쟁으로 강대국 간

130 한국국가정보학회 2021 하계학술회의

국제규범ㆍ제도 형성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지역 강국ㆍ비국가적 행위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편승하여 영향
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 가중, 감염병 빈발, 테러, 해킹 등 다양한 신안보 위협요인이 증대되어
정보기관들을 긴장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국제질서, 미·중 관계, 동북아 역학 구도 등에 의
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 중간 다툼에서 시진핑의 양보는 기대하기 쉽지 않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수십 년간 북한의 내부 붕괴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다가 김정은이 정권생존을 위
해 핵보유국을 불변의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면서 핵무기고를 늘려갈 것으로 보여 우리의 안보위기는 이들 요인으로
부터 시작될 것이며 관련된 정보요구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국정원이‘the first line of defense’가 되고 존재의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
직은 물론 정보요원 각자가 위기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3가지 측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정보수집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보실패
는 차치하고서라도 향후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가안보 수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기반의 한 차
원 높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북아 내 많은 갈등요인들이 잠재되어 정세 예측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보듯이 우리의 국력이 증대되면서 동북아를 넘어 국제 문제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
해 더 많은 정보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정보(Humint), 지형공간정보(Geoint), 영상정보(Imint), 신호정
보(Sigint), 통신정보(Comint), 전자정보(Elint), 징후계측정보(Masint), 공개정보(Osint) 등 여러 분야 정보수집 기
반을 재점검하여 가능한 분야부터 강화하고 어려운 분야는 의지를 갖고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산
로켓 발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우리 단독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시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첩보위성
운영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 정보수집 기반이 확충되면 당연히 분석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
야 한다. 그리고 분석관 역량 증진과 분석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국정
원의 정보활동은 북한정보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나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정보ㆍ공작활
동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이 같은 정보수집과 분석의 역량증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제
도나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정보 관련 각종 법규들이 대대적으로 제정되거나 정비되어야 한
다. 현재의 법규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직원법, 직원법 시행령이 전부이며 미국의 정보 관련 법 체계와 비교해
볼 때 관련 법규가 절대적으로 미비하다. 정보기관의 활동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정보기관의 업
무가 논란이 되어왔고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체계를 벤치 마킹하여 정보에 대
한 정의, 정보기관의 임무, 조직ㆍ운영, 조정체계, 업무수행 절차, 처벌규정, 정보기관 중요 관계자의 구체적 임무
등 전반에 걸쳐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칭‘정보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활동의 기본준칙을 규정하고 나아가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조항까지 만들 필요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정보활동이 강화되려면 정보예산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미국 정보예산은 85조 원으로서 국
방비 762조 원의 11.3% 수준이다. 우리나라 정보예산도 국방비(50조 원, 2020년)의 최소 5%인 2.5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제대로 정보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사용한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국가 정보활동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간 국정원 예산이 정치
적으로 방만하게 사용된 사건들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적도 있었지만 사전 사후 예산심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국
회ㆍ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국민 세금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면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정보예산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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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우리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요소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원운영의 탄력성을 높여나
가야 한다. 임박하거나 예상되는 국가안보적 위기 요인을 주기적으로 판단하고 조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대 안
보위기 요인에 대한 정보활동에 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복잡다단한 정보업무 속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정보판단을 해야 하지만 매번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보실패가 늘 따르기 마련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兵家之常事라고 했지
만 정보실패는 情家之常事라 할 수 있다. 홍수같은 첩보, 수많은 정보판단, 공작 실행과정에서 실패는 있을 수밖
에 없다. 정보판단이나 공작에 실패하면 이를 축소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반드시 실패 과정과 결과를 복기하여 주
요 관계자들이 교훈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실패에서 얻는 교훈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후속 정
보활동에 실질적 지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값진 것이다. 정보활동에 실패하고 예산이 소비되었지만 관련
구성원들이 그 과정을 복기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는다면 국민세금이 낭비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패를 또 다
른 지식으로 승화시키면 예산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 행정부가 장기간
의 조사를 통해 방대한 기록을 남기고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취지였지만 문제점을 시
정하여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정보를 혁신시키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정보공동체가 획기
적으로 혁신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실패 비난이 두려워 사건축소에 급급하면서 이를 게을
리한다면 정보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문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을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
기적ㆍ전략적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정보 관련 역량 증진과 관련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저변에 존
재하는 정보문화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 관련 제도, 정보조직의 구성ㆍ운영, 정보활동을 주관하는 주체
는 정보요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천 의지와 실행력이 있어야 개혁이 명실상부하게 이행되는 것이다. 정보기
관이 비밀성과 보안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구촌 시대,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 과학의 발전, 우리
국력의 증대 등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정보기관의 문화도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서 만세를
부르며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안주하는 퇴보적 기관이 될 것이고 외부세력에 의한 타율적 개혁에 직면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정보기관 내 가장 널리 퍼진 문화는 상명하복이라는 기제이다.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위계적 시스템은 불가피하나 21세기의 상명하복을 과거의 무조건적 상명하복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下服을 요구하기에 앞서 上命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기관 직원 윤리헌장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정당성을 가진 명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부적절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시스템이 제
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문제 제기를 직원 개인의 소양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직원 개개인
의 신상을 좌우하는 레버리지를 상층부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당장은 조직 운영상 편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
로 우리나라의 정보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왜곡이 수시 발생하고 정보기관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전철이 반복될 것이다. 무조건적 상명하복의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면 종국적으로 직원 개인의 신상 문제로 연결된
다. 계급정년 제도로 인해 직원들의 관심과 역량이 진급 문제로 귀결되고 이로 인해 상황이 왜곡되는 것이다. 알
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해결하듯이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軍의 사례를 창의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일정
연령까지는 정년을 보장하면서 여타 부작용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
안감이 해소되면 진급에 몰입되지 않은 가운데 업무에 더 몰두할 수 있고 잘못된 지시나 관행에 대해서는 당당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올바른 上命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들을 정보기관ㆍ국방부ㆍ경찰ㆍ국회 등에서 정보에 대한 지식을 일정 기간
쌓았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취임 초기 학습 기간을 줄여 정보기관장의 짧은
재임 기간(평균 1년 9개월) 정보업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일탈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탈을 근원적으로

132 한국국가정보학회 2021 하계학술회의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례처럼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정보 경험이 있는 감사관
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기본적 덕목은 정책결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보다 신속히 하도록 돕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정
부 유관부처에 대한 정보제공이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다. 정보가 물 흐르듯이 유관부처에 제공되고 피드백이 되어
다시 보완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가 성장할 것이다. 당장에는 정부 부처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수집과 분석 활동에 더 신경을 쓸 것
이고 그 업무적 스트레스가 정보업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내정보에 치중하던 시기에는 비밀성과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지만 이제는 비밀성과 함께 투명성이 공
존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보자유법(FOIA)에 의거 엄격한 조건하에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FOIA는 행정부가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12958은 비밀정보를 출처ㆍ수단 누설, 암호능력 훼손 등 몇가지 사례외
에는 25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 정보공동체는 2008년이후 미국 정보예산을 국가정보프로그
램과 국방정보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총액을 지속 공개해 오고 있다. ‘국가의 정보예산은 정보역량 누설 우려가 있
어 보안’이라는 원칙을 미국이 제일 먼저 무너뜨렸고 그 문구는 옛말이 된 것이다. 미국 정보학자 Warren
Kimball은 ‘시간이 지나면 비밀도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되므로 모든 정부 기관은 관련 파일을 공개해야 하며 국민
과 그 대표들이 외교ㆍ안보정책을 실행하는 관리들의 행동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관
리들이 회고록을 통해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는 것은 모든 정보가 비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공
개는 합리적ㆍ현실적 기준을 정하는 문제이지 불변의 금지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투명성ㆍ정보공개
와 관련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실제 CIA는 홈페이지에 정보연구센터(CSI)와 CIA 도서관을 개설하여 수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보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병행하여 정보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그렇게 하여 미국의 정보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
은 보안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공개된 정보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보학의 발전도 기대하기
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정부 부처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더불어 민간에 대한 지
원도 활성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국민적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보의 공개로 인해 정보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어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한민
국 정보업무 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를 더 넓혀갈 수 있음은 물론 중요 변혁기에 이들과 공조하여 정보ㆍ안보업무
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ㆍ정치권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보 관련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통
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기구가 국회이고 그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개별 의원이다. 의원 접촉을 보안 문제로만 접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에서 정보의 발전시각에서 바라볼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회정보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을 확대하고 중요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위원장, 여야 간사에 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다. 정
보기관에 대한 통제ㆍ감시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은 과거 일탈에 대한 대응적 측면이 있지만 정보에 대한 국
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통제장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도 증가된다는 측면도 있다. 중앙
정보부의 모토가‘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는데 국회의 통제장치라는 제도적 틀안에서는 정보활
동의 정당성이 한층 더 확고하게 보장되므로 이제는 무조건 음지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양지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보기관이 음지에서만 일하는
것이 절대 선은 아니다. CIA의 유능한 전문 분석관들이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CIA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워
강의하면서 미국 정보의 진화를 측면지원하고 있다. 떳떳하면 당당히 활동할 수 있고 성과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며
필요시 공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시민자유ㆍ프라이버시ㆍ투명성 보호담당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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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어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고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정보를 공개하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력이 증대되면 국민들의 人智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 분야 제도도 선진국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이 역사발전의 법칙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여 세계의 관심사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될 것
이다. 지금 여러 주변국들이 정치ㆍ사회ㆍ문화적으로 우리나라를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이로 볼 때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속의 강대국 한국이라는 꿈이 실현될 날도 머지
않았으며 중앙정보부가 국가건설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던 것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국정원이 한 차원 더 높은 공
헌을 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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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활동의 미래 : 진단과 제언]
신봉섭(한림대학교, 前 주중국 공사ㆍ주심양 총영사)

종합토론의 주제가 “국가정보활동의 미래 진단과 제언”으로 주어진 만큼, 앞에서 발표한 다양한 주제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본인이 주목하는 우리의 미래 국가정보활동의 목표와 비전을 살펴본 후, 이에 따
른 제언을 한가지 드리고자 한다.

1. 국가정보기관의 미래형 정체성 확립 문제
o (비판적 성찰) 지난 시기 우리 정보기관은 무조건 국가 우선의 공익가치에 목표를 두면서 국가중심주의와 충성
심으로 정체성을 대변해 왔다. 빈곤 탈출과 경제발전의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주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하기보다는 구질서를 지키는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의 대상
이 되어왔다. 합법성, 정당성, 민주성보다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우선 중시하는 인식의 불균형이 가져온 부작용
이라 할 수 있다. 정권교체 시마다 수많은 곡절의 겪으며 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따른 활동의 제약 때문
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보기관 역할이 크게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바꿔서 말하면 새로운 영역에
서의 정보기관 역할 강화로 탈바꿈해야 할 신(新)시기 정보목표의 전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대테러,
사이버안보, 산업보안 측면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정보환경 변화에 어느 정도 잘 대응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
다. 다만 그럼에도 법률적 제도 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 획득에 실패하면서 여전히 정체성 논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o (국가정보기관의 정체성) 냉전체제 하에서 경성안보와 첩보전 수행을 위해 탄생한 우리의 정보기관은 냉전 종식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 해결과 사회변화를 통제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궤도 이탈을 거쳤고, 9.11사
건 이후에는 나름 포괄적인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재편성되어 경제ㆍ자원ㆍ산업기술ㆍ사이버 등으로 정보목표가 다
양화되었다.

- 하지만 한국의 정보환경은 북한으로부터의 전통적 안보위협과 테러리즘, 사이버, 자연재해 등 비전통
안보위협이 병존하는 이중의 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또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융합ㆍ분석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이 지속 상존하고, 민주적 통제장치와 더불어 ‘정보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 확보도 긴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 게다가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의 신냉전 구도 하에서 환경, 보건, 자원 등 신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인해 정보활동의 영역과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장 추세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은
전방위 국익 수호기관으로서 정보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이며, 기존의 국가안보 수호자에서 국익수호와
경제이익 증대를 위한 프로듀서로서의 역할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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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정보체계의 레벨 업)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정보환경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만큼, 정보기관의 역할과
범위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혁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구적인 정보
체계로의 방향전환이 그 변화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정보패러다임의 전환은 정보의 정치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 정보기관의 대내외 현실과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안보위협요소의 다양화, 정보활동 목표의
다변화, 국내-해외정보의 초국가적 연계, 국내정보의 위기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유리하지 않다. 특히
미ㆍ중 간 적대적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역내 정보환경 요인도 이에 “연루” (entrapment)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탈세기적 위기 조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측불가의
글로벌 신질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채비가 필요하다. 이 같은 급변하는 환경은 정보패러다임의
총체적인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며, 국가정보체계의 전면 재편을 요구하게 만든다.

- 허태회 교수의 ①법제적 정보인프라, ②인적 자원(pool), ③물적 정보인프라(첨단기술 장비) 개선의
세 가지 방향 제시는 미래형 정보인프라 체제로 혁신적 재건축(Rebuilding)을 하는데 기초 디자인이 될
수 있다. 법률적 제도 정비, 국가정보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률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채용 경로 다양화 및 인재 풀의 다변화를 통해 정보수집 능력과 첨단 과학장비 활용
능력을 겸비한 정보요원그룹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미래형 첨단장비로 무장한 최고의
기술집단과 공조체제도 구축돼야 한다.

2. 新안보 환경의 변화와 미래 방향
o (당면과제) 글로벌 안보위협의 핵심 이슈는 과거의 전통적 안보위협 → 테러리즘 → 환경과 보건위기로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를 거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 다변화되는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사전 예측과 대비책을 조
기경보 하는 것은 국가 정보목표 재설정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작업이다. 외부의 힘(권력)에 의한 수동적인
개혁은 지금까지의 반복으로 충분하며, 앞으로의 개혁은 정보기관 스스로 자체 필요에 의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탈정치화의 출구로 삼고, 정보기관 기능 약화
라는 딜레마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세계화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평화와 통합을 기대했던 자유주의 안보론이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현실적인 동력을 상실한 이후, 결국 현실주의 담론에 기반을 두는 이기적인
국가중심주의 행태가 다시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동맹과 자국 이기주의를 부채질한다.
첨예한 무역보호주의가 그렇고, 과학기술 패권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그렇다. 이에 더해 자연재해,
빈ㆍ부국 격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신안보 위협이 다층적으로 추가됨으로써 그 해법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o (미래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런 점에서 정보기관은 미래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학이란 미래
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여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미래에 닥칠 위기를 대
비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분석 작업이다. 미래형 국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미래학 전문가 초빙 프로
젝트 등을 통해 가상현실을 입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국가 시대의 인식과 처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 대전환에 대처할 수 없다. 미래학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래 국익 창출을 위한 “미션 센터” 운영도 검토
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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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매 4년마다 발행하는 “미래예측 보고서”는 20년 이후 국가 미래의
좌표를 예시하여 국가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공개된 “미래예측보고서 2040: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A More Contested World)”에 의하면, 20년 후 다가올 미래는 어떤
특정한 국가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당면한 국제질서의
불투명한 부분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신기술 표준을 놓고 벌이는 경쟁,
지역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의 알력, 종교 분쟁과 성별 대결 등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전 분야에서
다툼이 격화되는 현상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갈등의 심화와 함께 국내적으로도 부채 증가와
불평등 및 양극화 확대라는 우울한 미래가 상정된다.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
시키는 역설적인 현실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도 방관할 일이 아니다.
- 동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세계를 결정할 인구, 환경, 경제, 기술의 4가지 구조적 변수 중에서도
특히 환경문제가 신안보의 최대 난제로서, 하나의 고비를 극복해도 또 다른 재앙이 닥칠 것이며 기후
변화가 환경 악화와 결합하여 기상이변의 강도와 빈도를 크게 높일 것이란 지적이다. 다섯 가지 미래
2040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부활하는 ‘민주주의 르네상스’나 미-중 간 경쟁적
공존과 같은 알기 쉬운 시나리오보다는 국제체제가 방향을 잃고 국제규범이 흔들리는 ‘표류하는 세계’
또는 보호주의 블록경제와 공급망 재편의 ‘분열된 세계’ 전망이 더 강하게 부각된다.

3. 제언 : 미래 국가정보목표 ‘타임 테이블’ 작성을 위한 T/F 구성
o 엄습해오는 미·중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태풍의 ‘눈’에 위치해 있다. 평온한 것이 오히려 비
정상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탈세기적인 격변과 대전환에 대비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공통의 이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래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익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o 이에 ①미래 정보 수요의 진단과 분석, ②미래 국익정보 아젠다의 발굴, ③미래 정보비전과 전략 마련이라는 목
표 아래 미래 국가정보목표 ‘타임 테이블’ 작성을 위한 T/F 구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민관 합동의 별도 T/F 운용
을 통해서 기왕의 틀과 예단을 뛰어넘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한 미래 정보목표를 가정하여 국가 미래비전과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이슈와 영역으로 재가공하는 작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민간의 각계 경제∙과학기술 전문
가, 특히 미래학 전문가의 참여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

- 이를 통해 △정보역량의 혁신과 국가의 지속 발전을 선도할 이슈 선점, △민관군의 통합적인 정보역량
발휘를 위한 협업체제 조율 및 관심 촉구, △미래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아젠다
발굴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물 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중 간 대결 구도에서 상승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직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공간 확보 및 전략적 로드맵 구상을 리드할 수 있고,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직면하여 돌출이
예상되는 미래 한중관계 갈등요인의 발굴 및 선제적 관리 방안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 동 T/F를 통한 상상력의 결과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사회적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분법(성장과
분배, 경쟁과 협력, 경제와 환경)적 대결의 화학적 결합이나 윤리적 경제 성장, 탈물질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찾아 그 기틀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된다면 의외의 소득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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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활동의 미래 : 진단과 제언]
김상배(서울대학교)

o 국가정보활동의 미래는 변화하는 ‘정보·데이터 패러다임’과 ‘안보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정보전략2.0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좁은 의미의 국가정보학을 넘어서 국가정보학과 국제정치학(정보세계정치학)이 새롭게
결합되는, 가령 ‘국가정보학2.0’의 모색이 필요함

o 미래의 국가정보 활동은 변화하는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정보환경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해야 함
- 전통적인 DIKW 사슬 모델, 즉 데이터-->정보-->지식-->지혜의 선형 모델을 넘어서, 그 역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는 ‘정보·데이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메타지식(meta-knowledge)’
모델을 구축해야 함

<그림-1> DIKW사슬 모델을 넘어서
지혜
영감의
필터

지식
편집의
필터

정보
개념의
필터

데이터

기술

.인식의
필터

실재

메타
지식
정보

지식

o 미래의 국가정보활동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의 성격을 이해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국가안보’의 의미가 전통적인 정치·군사 안보의 범위를 넘어서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시각에서 본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
- 이러한 신흥안보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보·데이터 안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국가정보활동의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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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신흥안보로서 정보·데이터 안보의 창발

지정학적 임계점

창발
emergence

양질전화 임계점

미시적
안전

이슈연계 임계점

거시적
안보

-사이버 동맹 형성과 연대외교
-정보기관의 데이터 감시와 감청
-군사 정찰위성과 ‘데이터 국방’

-초국적 데이터 유통규범의 모색
-데이터 국지화와 국가주권 담론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주권 옹호

-빅데이터 권력과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유출
-기술패권 경쟁과 데이터 안보화

o 미래의 ‘국가정보학2.0’ 연구의 과제
- ‘정보·데이터 패러다임’과 ‘신흥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을 반영하는 국가정보전략은 기존의 지정학적 시각을
넘어서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가정보학을 넘어서 국가정보학과 정보세계정치학이 새롭게 만나는 ‘국가정보학2.0’의
지평을 개척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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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활동의 미래 : 진단과 제언]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안전성 제고
최낙중(국방대학교)

1. 개 요
2019년 발표된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에서 6개의 전략과제1)가 제시되었으며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
고”는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이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국민 생활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
과이고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업무임을 적시하는 것이다.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정보통신보안의 개념인 암호체계, 보안시스템, 기타 수단들을 촘촘하게 배치하여 물샐틈없이
방어하는 “성벽전략”의 방어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안전한 정보공유환경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전
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국정원 중심으로 민간,
공공, 군 요소들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개정과 거버넌스 확립 필요성이다.

2. 안전한 정보공유환경제공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가. 성벽을 쌓는 사이버보안 전략의 전환 필요성
먼저 안전한 정보공유환경 제공 측면에서 공감이 가는 글이 있어 인용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한국과 미
국의 금융시스템의 차이를 “갑각류와 포유류＂의 차이로 비유한 것이다.2)

“한국 금융시스템의 사이버 보안은 마치 가재나 랍스터와같이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방호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매번 접속할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전 앞에서 효율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갑각류의 외피는 한번 뚫리면 그때부터는 무방비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 미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은 포유류와 같이 살갗이 밖으로 나와 있고 뼈가 오히려 안쪽에 있습니다.
피부는 갑각류의 껍질과 달리 연약해서 날카로운 것에 노출되면 바로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심각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위험은 있지만 포유류는 갑각류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1) 전략과제 : ①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②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③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④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⑤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⑥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2) 김경서, “사이버보안과 금융시스템”, 『Contenta 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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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환경은 과거의 모습과 달라질 것이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의 강화된 디지털 인프라가
확장될 것이며 이는 기관, 기업 내부에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업무하는 구조로는 미래 환경을 리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에 있어서도 미군과 우리와는 사이버방어 작전개념과 영역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군은 우리의 군 인터넷과 인
트라넷을 합친 비비화인터넷(NIPRNET)이 있어 업무간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다. 또한 비밀망, 연합작전망 등을 가
지고 있는데 이를 더 발전시켜 하나의 단말기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미군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성벽을 쌓는 보안대책을 가지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이다.

우리의 경우는 정보시스템을 GOP 철책과 같이 보호하고 있다. 철책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하고, 철책을 높이며,
광망으로 더 보강하고 있다. 인터넷도 행정망의 연장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행정 인트라넷, 비밀망 모두 폐쇄망이다.
이러한 환경은 군과 외부간 정보의 교류를 어렵게 하고,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될 기회를 상실케 한다.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보안은 효율을 압도한다. 이러한 정보환경은 효율을 희생시키며 얻는 환경이다.
갑각류 시스템에서 포유류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 사이버방어 개념 발전과 국정원의 역할
사이버 방어 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다. 성벽을 쌓는 전략은 100% 방어가 불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내부자의 위기의식 저하와 고립을 낳는다.

우리의 사이버 방어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성을 쌓더라도 방어에 효율적인 성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효율
적인 성은 과거의 암호장비와 보안시스템을 뛰어넘어 성은 뚫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
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위기관리프레임워크(RMF)를 적용하고 초연결신뢰네트워크(TIPN)를 활발하게 연구
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의 가용 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벽을 쌓고 나머지 부분은 위기 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센서와 대응체계를 갖추며 피해 시에는 복원력을 갖추는 것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함부로 공격하는
못하도록 보복의지와 보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는 정보보증업무를 미국은 NSA가 담당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정원이 핵심에 있다. 정보기관으로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위협을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고 중요하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개인, 정부,
기업들이 정보의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의 공유와 소통은 거리개념을 없애 주며 업무의 효율을 높여준다. 미래 세계를 리드해 나아가야 할 K-안보,
K-문화, K-기술, K-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내를
벗어나 외국에 있을 때도 안전한 업무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3.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가. 국가 핵심 인프라란?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언급한 “국가 핵심 인프라”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제26조에서 “국가핵심기반”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관리하는“통합방위법”제5장에서 “국가중요시설”로
언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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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인프라의 지정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총 12개 분야3)로 분류하고 있고, 통합방위법
에서도 12개 분야4)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차이는 있으나 다수의 공통분야가 존재한다. 공통분야 중에서 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분야는 정보통신시설과 에너지시설이다. 이 시설은 타 시설 운용을 위한 기반이 되며 마비 시
국가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며, 안보차원과 통합방위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나. 정보통신과 전력시스템의 중요성과 군사 시스템과의 유사성
우리는 국가 핵심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2018년 아현 KT 통신공동구
화재로부터 배웠다. 화재 하나로 16만여개의 케이블, 200조의 광케이블이 소실되었다. 이어서 뉴스에서 발표하는
영향받는 사회기능 목록은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다. PC방, 상점의 계산기, 전화기, FM라디오, 은행ATM기
는 당연하다 하더라도 택시가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로 손님을 찾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회시스템들은 기반 정보통신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상상하기가 곤란할 정도이다.

軍도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군전술정보시스템(TICN), 헬기위치추적
체계, 공군기지의 LTE 전용망이 활용되고 있고 미래에는 육군의 스마트부대, 해군의 스마트 함정, 공군의 스마트비
행단이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도 주파수 부족 해소와 5G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이동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인프라와 기술의 군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대적인
개인과 집단의 아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위협은 즉각적인 안보위협으로 연결된다.

스마트그리드로 연결된 전력시스템을 보자. 2018년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광역정전 연구에 따르면 광역정전
시 즉각적으로 교통시설이 마비되고, 1시간 뒤에는 정수장, 3시간 뒤에는 혈액공급, 7시간 후에는 항공기관제, 10시
간 이후 통신망 마비, 24시간 이후 가스시설 마비, 48시간 이후 석유, 전산망, 금융 마비 등이 발생하며 3일 이상
정전이 지속되면 국가기능마비까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안보상황이며, 군사위기상황이기도 하다. 주요군사시설은 발전기를 가동시킬 것이며, 유류소모량이
증가하고, 교통시스템의 마비로 유류의 추가보급이 제한받을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네트워크는 사이버물리시스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성은 군의 무기체계도 동일하
게 보유하고 있다. UAV를 예로 들면, UAV는 적외선카메라/레이더 등의 센서, 데이터링크 통신시스템, 컴퓨터, 통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네트워크화되어 있어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이버물리시스템인 무기체
계를 공격 또는 방어하려면 사이버분야와 전자공학, 통신공학, 사회공학, 등의 전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군사무기체계와 국가핵심인프라는 사이버물리시스템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군
은 이러한 사이버물리시스템의 방어에 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방어능력은 적의 인프라에 대
한 공격 능력과도 바로 연결될 수 있다.
3) ①에너지 ②정보통신 ③교통수송 ④금융 ⑤보건의료 ⑥원자력 ⑦원자력 ⑧환경 ⑨정부중요시설 ⑩식용수 ⑪문화재 ⑫공동구
4) ①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②산업시설 ③전력시설 ④방송시설 ⑤정보통신시설 ⑥교통시설 ⑦공항 ⑧항만시설 ⑨수원시설 ⑩과학연구시설
⑪교정정착지원시설 ⑫지하공동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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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개정과 사이버거버넌스 확립
사이버안보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방호가 핵심이며 이를 위한 국가안보차원의 노력통합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뿐만 아니라 안보 관련법에 사이버안보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
공공, 군으로 격리되어 있는 역량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다.

먼저 사이버안보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방보호기본법은 운영관점의 법률이다. 안보 분야 법률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위협과 대응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통합방위법에서는 물리적 위협과 대응만을 언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공공분야는 국정원, 민간분야는 KISA, 국방 분야는 국방부로 구분하고 국정원의 직무수
행범위를 공공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서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관련 법률에 사이버안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 있어 미국이 2019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국토안보부, FBI, 상무부, 국무부가
대응조치 하는 모습에서 사이버 거버넌스의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포괄안보/신안보차원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공공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관련기관의 통합된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확립에 있어 국정원은 이미 법률적으로 주
도적인 역할을 부여받은바 노력의 통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군사 분야에 있어서 국가구성요소 중 영토와 주권에 대한 전통적 군사안보위기에 대해서는 군이 당연히 임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재난에 대해서도 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대해서 군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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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활동의 미래 : 진단과 제언]

임준태(동국대학교)

최근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2020년 12.15.)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및 역할이 크게 변
모하였다.1)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혹은 군사혁명) 이후, 동년 6월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최
고 情報기관이 태동하였다. 이후 수많은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국가정보기관은 정치적, 법적 논란의 대
상이 되고 있다(진행형). 그동안 정보기관 및 요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일탈로 인하
여 야기된 국민들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정보기관과 정치권력(정책결정과 정보의 역할)간의 밀접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
지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60년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진지하게 반성함
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문 정보보안기관
인 軍과 警察의 해당 조직/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반성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脫냉전 이후 글로벌 안보환경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
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 요소로서 好戰的인 북한의 존재와 더불어 국외정보수집, 방첩, 간첩, 테
러, 경제, 사이버안보, 보건환경이슈 등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정보활동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 정보기
관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 및 국내 정책정보기능이2) 경찰청(해양경찰청포함) 등 부문정보보안기관으로 상당부분
이관된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적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
부 부처 및 조직 간의 벽을 넘어 공조와 협력이 긴요히 된다. 조직, 인력, 예산, 노하우까지 적실하게 반영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선진 각국 정보기관의 역할과 조직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방식은 해당 국가의 정치, 역사, 안보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 석재왕교수님의 발제문은 그런 관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정보기관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통제/견제/감독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토
론자는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의 정보통제위원회 운영방식(G-10 Kommission 등)을 참고하고 있다(관련내용을
연구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보안 및 테러대책을 위한 범정부기관간 조정통제(coordination)에 대
한 구심적 역할을 어떤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선진국 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
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
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이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전부개정]에
서, 경찰직무로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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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핵심가치와 역할은 국가이익의 보호이다. 오늘날 (비밀 및 공개)국가정보활동에 대하여 적법성과 인
권 보호 및 윤리성 논란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의(正義, justice, 善惡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정보기
관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형사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정의)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자세는 지극히 당연하다.
한편 외교정책(foreign affairs) 및 국가안보문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문제/통치행위(political question)로 인식,
司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과 정보
기관(intelligence)의 역할은 매우 다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기능을 법집행기관으로 이관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정보활동의 脫정치화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복잡다기한 신안보환경에서 정보(수집/분석)요원의 전문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과
정에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민간영역의 전문 인재뿐만 아니라, 군/경찰 등 공조직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도 적극 발굴 활용해야 한다.

適法 및 不法의 한계를 넘나드는 정보요원들의 (私益추구가 아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탈 행위에 대해
서 면책할 수 있는 내외부 기준과 관행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의 역사와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고 배우면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와 경험 및 노하우를 적
극 수집, 연구함으로써 적실한 대안을 갖춰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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