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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유럽 3국의 선택과
한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황일도 (국립외교원)

1. 문제 제기
2. 선행사례 분석: 억제개념 차이를 중심으로
3. 한국의 대응전략 논의 재해석
4. 시나리오별 주요 쟁점 식별
5. 결론: 3축체계 전력의 용도 재정의 필요성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이래 미국의 핵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한국측의 독자적 억제역량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 진행돼왔다. 가장 유사한 선례로는 소련의 핵 능력 고도화에 즈음한
1960년대 프랑스⋅서독⋅영국의 고민을 꼽을 수 있는 바, 이들 국가는 당
시 사전억제(pre-war deterrence)와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라
는 목표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전략을 택했다. 반면 현재 한국의 대
북 억제 전략은 이들 두 개념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충효과
(trade-off)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따라서 단계별로 어느 쪽에 초점
을 둘지 명확한 원칙을 우선 정립한 뒤 그에 기반해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 전력의 용도 재정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억제개념, 사전억제, 피해 최소화, 3축체계, 대량응징보복,
킬체인, 의도치 않은 확전

1. 문제 제기
2017년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역량 과시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과연 미측의 공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다른 한
편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역할 축소와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통적 동맹
정책 등도 이러한 논의의 또 다른 배경요인으로 작동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이러한 논쟁은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억제와 함께 한반도 역내에서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핵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군의 독자적 억제전력 보유를
포함해 한반도 전구의 상황과 맥락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최근 평양이 핵무기의 군사적 활용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이중 교리
(two-fold doctrine)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은 국내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 한반도 유사시 △전술핵을 비롯한 소규모 핵능력을 남측 주요
항만 등에 투사 혹은 위협해 미측의 전시증원을 저지하고 △미 본토에 대한 확
증보복 능력을 구축해 앞서의 경우에도 미측이 전략핵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
는 것이 그 골자다.2)
* 본 논문은 정책보고서 분석(황일도, 뺷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뺸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과 학술회의 발표(황일도, “북핵 고
도화와 한국의 군사적 억제 방안: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
의, 2017))를 기반으로 이후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과 국내외 학계의 논의를 반영해
학술 연구의 형식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1) Shea Cotton, Understanding North Korea’s Missile Tests (Washington, DC: Nuclear
Threat Initiative, 2017); 황일도, 뺷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핵 협상에의 시사점뺸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Adam Mount, Conventional Deterrence of North
Korea (Washington DC: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2019);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STATEMENT OF CHARLES A. RICHARD
COMMANDER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13 FEBRUARY 2020, (Washington DC: US
Senate, 2020); 김정섭, 뺷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 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뺸 (성남: 세종연구소, 2021).
2) 이러한 북측의 의도는 이미지로도 확인된다. 2017년 8월 14일 김정은의 인민군 전략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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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잠재적국의 핵전력 강화로 인해 핵우산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촉
발된 현재 한국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역사적 선례는 소련이 1957년 10월 4일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와 이어진 전술핵무기 개발 공세를 통해 미 본토에 대한 확
증보복 능력과 역내에서의 제한적 핵사용을 모두 추구하게 된 1960년대 유럽의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바르샤바조약기
구(WTO)군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대규모 핵 공격 위협으로 저지한다
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미 본토가
ICBM의 사정권에 포함되면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
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당시 유럽의 주요 국가가 이후 채택했던 대응방식은 크
게 세 가지 경로로 나눌 수 있다. △동맹 탈피와 독자 핵무장을 택했던 프랑스
△NATO 동맹 강화와 핵 사용 결정권 공유를 위해 애썼던 서독 △앵글로색슨
동맹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독자 핵 전력 보유와 NATO 참여를 모두 유지했던
영국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유럽 3국의 선택과 미국 및 NATO를 중심으로
이뤄진 확장억제 논의는 이후 핵전략과 억제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주요 개념이
정립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전반적인 상황이 유사하다 보니 국내에서의 관련 논의 역시 이 시기 유럽 주
요국의 선택을 참고 사례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포
괄적이고 입체적인 분석보다는 각자가 선호하는 정책적 옵션을 지지하는 근거
삼아 파편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더욱이 당시
서유럽의 상황과 오늘날 한국의 고민이 완벽히 일치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
다. 유럽과 한반도라는 전장 환경의 차이, 소련과 북한이라는 억제 대상의 차
이, 독자 핵 보유의 가능성으로 상징되는 정책적 선택지의 제한 차이 등을 무시

시찰 당시 배경에 걸려 있던 3장의 ‘전략군화력타격계획지도’는 각각 단거리(SRBM)⋅준중
거리(MRBM)⋅중거리(IRBM) 미사일 전력의 작전범위를 담은 것이었다. 이들을 혼용해 한
반도 남단⋅주일미군기지⋅괌 기지를 경유하는 미군 전시증원전력의 전개를 차단하고,
ICBM 타격능력을 기반으로 핵우산 가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북한 핵 억제교리 진화의 목표
지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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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서유럽 3국의 선택 중 무엇이 현재의 한국에게 가장 부합하는지
섣불리 결론짓는 일차원적 접근은 합리적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본 논문은 앞서 비슷한 고민에 처했던 국가들의 고민이 향후 이른바 맞
춤형 억제전략의 발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던지는 함의를 추출하고자
한다.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전략적 환경변수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1960년대 서유럽 3국의 대응방식을 되짚어
보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당시 주요국의 정책 결정
이 어떤 구조적 특성과 연원, 전략적 차이를 담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억제개념
측면에서 드러나는 변별점을 검토한 뒤, 이러한 특징이 확장억제와 3축체계로
구성되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제시하는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따져보기로
한다.

2. 선행사례 분석: 억제개념 차이를 중심으로
60년대 서유럽 3국의 선택에 관한 논의는 흔히 독자 핵무장 여부에 경도되기
쉽지만, 본질적으로 이들 세 나라의 행보가 각국이 채택했던 억제목표 혹은 억
제 개념의 차이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
본적으로 각국은 자신의 지정학적⋅국내정치적⋅역사적 여건에 따라 정책결정
에 임했으나, 이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처지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
정한 뒤 이를 관철해 나갔다고도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의 핵우산을
흔들고자 시도하는 소련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어떤 억제 방식을 택해야 자국의
안보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선택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핵 억제 개념의 차이가 명확히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어떤 종류의 도발 가능성도 사전에 봉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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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발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사전억제(pre-war deterrence)와 △분쟁이
발발한 후에 발생가능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가의 소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
오를 회피하는 피해 최소화(damage limitation) 및 확전통제(escalation
control)의 차이가 이러한 서유럽 3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비로
소 뚜렷하게 정립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가. 프랑스: 사전억제에 초점을 맞춘 독자 핵보유와
동맹 군사구조 이탈
주지하다시피 이 무렵 프랑스의 선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비밀리
에 진행해 오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독자 핵무장에 나섰다는 점이다. “미국
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것인가”라는 드골 대통령의 유명한 질문
은 핵우산에 대한 당시 프랑스의 의구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 시기 프랑스가 채택한 핵전략 ‘비례억제(Proportionate Deterrence)’
는 상대가 어떤 무기로 공격하든 관계없이 자국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보
유한 모든 핵무기를 모스크바에 즉시, 한꺼번에 퍼붓겠다는 선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자국이 보유한 핵전력이 소련 전역을 초토화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지
만, 이 경우 소련 역시 유럽은 물론 미 본토에도 핵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미국
역시 전략핵으로 보복하게 될 것이므로 전 세계의 공멸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3)
다시 말해 당시 프랑스의 핵 교리는 소련에 대한 ‘군사적 억제’뿐 아니라 미국
에 대한 ‘핵우산 강제’의 의미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유럽에서의 재래
식 전쟁이 미 본토를 포함하는 대규모 핵전쟁으로 즉각 비화될 수밖에 없는 구
조를 형성하는 것이 그 초점이었고, ‘누구든 프랑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
순간 소련도 미국도 멸망하는 상황을 만들겠다, 프랑스는 그럴 능력과 의지가
3) Beatrice Heuser, NATO, Britain, France, and the FRG (New York: Springer, 1997),
pp. 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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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소
련 혹은 WTO 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킬 막강한 핵전력을 구축하는 대신 ‘미소 핵
교전의 방아쇠 구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최소억제전략을
구사했다. 전략핵잠수함(SSBN) 3척에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지상발사 S-3 중거리 미사일, 미라지 전폭기, 항공모함 등을 활용한 48∼240
기의 전략핵 등이 냉전 기간 프랑스 핵전력의 요체였다.
프랑스의 이러한 억제전략은 일차적으로 영토적 완결성(territorial integrity)
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적 특성과 관계가 깊다. 여
기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드골 행정부의 정치적 지향점이 맞아떨어지면
서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과 독자적 결정권을 강조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졌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구축된 ‘마지노선(Maginot
Line)’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프랑스는 흔히 ‘1000km 육각형(Hexagon)’으로
불리는 영토적 완결성을 수호하는 데 강하게 집착하는 군사전략 특징을 보여온
바 있다. 더욱이 1950년대 이뤄진 베트남에서의 패배와 알제리 독립 등으로 국
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음에 따라 이러한 특성은 한층 더 강화된 상황이었다.4)
그러나 대규모 비대칭 응징보복을 전제한 프랑스의 억제개념은 이후 핵무기
의 거부억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NATO의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과 양립할 수 없는 모델이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1969년
NATO 군사기구에서 발을 빼고 정치 동맹만을 유지하게 되는 바, 애초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자리하고 있던 NATO 동맹군사령부가 벨기에로 이전하게 된 것 역
시 같은 이유에서였다. 다만 이러한 행보에도 프랑스가 유사시 미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냉전 시기에 걸쳐 프랑스는 WTO와의 핵 교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측
의 핵 보복능력과 자신들의 핵 보복능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
는 절차를 NATO 정치기구 차원에서 유지해왔다.5)
4)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pp. 2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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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동맹구조 및
확장억제 논의 강화
이러한 프랑스의 행보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케이스는 서독이었다. 세계
대전 전범국이라는 이유로 재래식 군사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주변국의 반
발을 피할 수 없었던 서독에게 독자 핵무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길이었고,
따라서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에 대한 관여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의 대량보복 전략이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 확산과 함
께 위기에 처하자, 1960년대 초부터 케네디 행정부와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유연반응 전략을 입안해 신뢰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서유럽에
서의 전쟁 수행을 크게 ‘재래전-전술핵-전략핵 사용’의 3단계로 나눠 문턱
(threshold)을 설정해놓고, 상대의 반응과 전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6) 이러한 유연반응 전략의 채
택과정에는 사실 서독을 중심으로 하는 NATO 내부 회원국들의 요구가 상당 부
분 중요하게 작동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높은 전략을 통해 미
국의 방어 공약과 핵 억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쟁 발발 가능성 자체를 줄
인다는 의미와 함께, 핵 억제가 실패할 경우 소련측 전력을 빠른 속도로 격파함
으로써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개념이었다.
핵우산 신뢰성 강화를 위한 논의 초기에 서독은 미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핵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구조를 깨고, NATO 동맹국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국 병력이 수상함 등의 핵 투발 플랫폼을 함께 운용하

5) 당시 프랑스는 이른바 ‘이원적 억제’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구조를 정당화하고자 애썼던
바, 이는 ‘소련이 핵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핵 보복 능력을 동시에
의식한다면 계산식은 한층 복잡해질 것이고, 따라서 억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장으
로 요약할 수 있다. Freedman, 앞의 책, pp. 271-314.
6) J Michael Legge, Theater Nuclear Weapons and the NATO Strategy of Flexible
Response (Washington DC: DTIC Documen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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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국적군(MLF: Multilateral Force)을 추진하는 등 유럽 전장에 배치된 미
군 핵무기에 대한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분점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하기도 했
다.7) 그러나 관련 논의가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하고 미국이 독점적 핵 사용
결정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후에는 NATO 회원국이 미
국의 핵사용 작전계획(OPLAN) 검토와 실행에 참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
로 선회하게 된다. NATO 핵계획그룹(NPG: Nuclear Planning Group)의 창설
이나, 미국 전술핵을 유럽 주둔 미군기지에 배치해두었다가 유사시 유럽 국가
공군기에 탑재해 폭격하게 하는 핵 공유(Nuclear Sharing) 메커니즘은 모두 이
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8)
NATO의 성실한 동반자가 됨으로써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려 시도했던 서독
의 이러한 선택은 우선 독자 핵무장이 국내적국제적 여건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이유가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가장 먼저 전장이
되는 지정학적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였다. 프랑스가 동유럽으로부터 멀
리 떨어져 있던 것과는 다르게, 서독 영토는 NATO와 WTO 사이에 대규모 전쟁
이 발발할 경우 WTO 지상군의 잠재적 진격 루트에 해당한다. WTO군의 재래식
침공을 NATO측이 전술핵 투사로 저지하려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서독
영토가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컸다. 요컨대 프랑스와는 달리, 전쟁 발발 자체
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소련측의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해 피해를 줄이
는 것 역시 ‘독일 민족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었다는
의미다.9)
유럽 미군기지에 미군 전술핵을 배치하되 유사시 운반 및 투하는 유럽 각국이
담당한다는 NATO 핵 공유 체제 역시 이러한 우려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7) Keith Hartley and Todd Sandler, “NATO burden-sharing: past and futur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6(1999).
8) David S. Yost, “The US debate on NATO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Affairs,
Vol 87, No. 6(2011). NATO 핵 공유 프로토콜의 통시적 분석은 황일도, “동맹과 핵공유: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pp. 15-22. 참조. 뺷국가전략뺸 제23
권, 1호(2017).을 참조할 것.
9) Wilfrid L Kohl, “Nuclear sharing in NATO and the multilateral forc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80, No. 1(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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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술핵무기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활성화되지 않는 체계니만큼 ‘미
국이 반대하고 유럽 국가들은 사용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큰 의
미가 없었지만, 거꾸로 ‘미국은 원하나 유럽은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핵 사용을
저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WTO 군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프랑스가 방기의 공포만을 경계하며 극단적 억제전략을 공식화했던 것과 달리,
동구권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서독으로서는 소규모 갈등이 전면전으로, 다시
재래전이 전술핵 교전으로 확전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
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 전략은 미국과 유럽을 막론하고 군부를 중
심으로 다양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이 과연 실제 전장에서 실효성
이 있을지, NATO와 WTO가 서로 암묵적인 합의 하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자제
해가며’ 핵전쟁을 수행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등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이어진 실효성 논쟁에도 NATO가 최종적으로 유연반응전략
을 채택, 운용하게 된 데는 앞서본 서독 등의 미묘한 처지가 주요하게 작용했음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 영국: 독자 핵보유와 동맹구조 강화의 병행
프랑스나 서독에 비하면 1952년 이미 첫 번째 핵실험을 진행했던 영국은 소
련의 핵 능력 강화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이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국
의 핵 개발 과정에서부터 기술협력을 제공한 영국은 그 반대급부로 일찍이 자체
핵무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바, 이러한 독특한 지위는 근본적으로 ‘앵글로색
슨 동맹’이라는 미영 관계의 특수성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1952년 첫 핵
실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어떻든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고유
핵 능력을 확보했고, 1949년 NATO가 결성된 이래 성실한 협력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교묘한 행보가 가능했던 원인이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은 제3국을 대상
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서로 미리 협의한다는 유일무이한 공식협약을 비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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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기도 했을 정도다.10)
그러나 소련의 ICBM 능력 확보 이후 영국 또한 미국의 핵우산에 일정 부분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50년대 중반 독자
적인 투발수단 확보를 위해 자체 SLBM 개발에 나서지만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
고, 대신 다시 한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가 미국이 개발한 폴라리스 SLBM을 도입해 영국이 생산한 핵탄두를 탑
재한 뒤 영국 해군 잠수함에 장착하는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전략이었
다.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들 핵전력은 NATO 동맹군에 배속되고 통합작전계획
에 의거해 운용되지만, 유사시에는 영국이 독자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
지 또한 열어두는 이중적 행보였다.11)
이러한 영국의 선택 또한 유럽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와 무관할
수 없다. WTO의 대규모 지상군 침공이나 전술핵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
으로 자유로웠던 덕분에, 소련의 중장거리 미사일로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모스
크바를 보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작업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영국은 소련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핵 장착 SLBM만을 위주로 핵 억제를 구축하는 극단적인 방식의
최소억제 교리를 채택하게 된다.
이 시기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독자적으로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교리
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적이 없다. 그러한 개연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을 암
묵적으로 시사할 뿐, 공식적으로는 NATO 혹은 미국과의 공동보조 속에서 핵사
용을 결정한다는 형식적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히곤 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
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당시 영국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소련이 개전 초기 런던에 전략핵 공격을 가해 국가지도부를 일거에 제거하
10) House of Representative Congressional Reasearch Servic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 Authority to Ord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Washington
DC: CRS, 1975).
11) Heuser, 앞의 책, pp. 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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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통신이 차단되는 경우, 각 핵잠수함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모스크바에 대
한 핵 투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둔 매우 공격적인 방식의 운용교리
가 마련됐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12)
결국 이 시기 영국의 핵전략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강력한 협력에 기반을
두되, 암묵적으로는 별도의 선택지를 열어둔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NATO가 제공하는 외교적⋅군사적 이익과 독자적 선택지가 제공하는 억제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방식이었다. 특히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핵 전력을
통해 영국에 대한 핵공격은 미⋅소 사이의 전략핵 본토 타격으로 이어져 공멸을
야기하는 방아쇠 전략을 기반으로 깔고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의 대응전략 논의 재해석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거론되었던 군사적 대응
방안은 사실상 앞서 본 세 나라의 선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실적 한계
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은 프랑스의 선택을 차용한 것에
가깝고,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하는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 조치 주장은 서독의
모델과 흡사하며, 유사시 단기간에 핵을 전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상
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체제 강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행보는 영국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자적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
면서, 관련 논의는 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해 그에 준하는 효과를 모색하는 작업
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논의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정밀성과 파괴력이 비약
적으로 상승한 지금으로서는 핵능력 없이도 높은 수준의 응징억제나 거부억제

12) Shaun R. Gregory, “Nuclear Command and Control in NATO,” in Nuclear Command
and Control in NATO: Nuclear Weapons Operations and the Strategy of Flexible
Response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1996), pp. 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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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사할 수 있고, △확장억제와의 보완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이후에도 신뢰
할만한 억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13)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으로 나뉘었던 이른바 한국형 3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
이다.14)
그러나 관련한 학계의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1960년대 유럽
국가들의 서로 다른 선택이 각자가 가진 억제목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는 사실이다. 앞서 보았듯 프랑스는 소련군이 자국 영토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
놓으면 핵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 위협함으로써 아예 전쟁 방지 자체에 집중하는
사전억제를 목표로 삼은 반면, 서독과 영국은 개전 후에도 전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서독과 영국은 마지막 순간에
독자적으로 가동할 응징억제 능력을 보유하느냐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고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15)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어떤 옵션을 택할지 역시 두 가지
억제목표 가운데 어느 모델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에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의
미다. 요컨대 △보복의 수위를 최대한 키워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
13) 김정섭,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뺷국가전략뺸,
제21권 2호(2015); Mark Episkopos, “How South Korea’s ‘Kill Chain’ Could Strike
North Korea First in a War,” National Interest (2021). 반면 이러한 흐름이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비판으로는 Ian Bowers and Henrik Stlhane
Hiim, “Conventional Counterforce Dilemmas: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45, No.
3(2020).을 참조할 것.
14) 한국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킬체인과 KMPR을 포괄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
형미사일방어체계’로 용어를 다시 정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용법은 2020 국방백서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본 논문은 개념 구분의 정확성을 위해 이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5) 유사한 규모와 성격의 핵전력을 보유했던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다른 억제개념을 택했다는
사실은 특정 전력의 보유 여부가 반드시 특정 억제 개념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 한국의 핵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억제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는 여전히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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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억제하는 방식과 △개전 이후에도 핵 확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
식 사이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경우도 먼저 어떤 억제
개념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에라야 실제의 정책적 옵션을 도출할 수 있으
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전 시기 한국의 억제전략 논의를 되짚어 보면, 대부분 앞
서 본 서유럽 3국의 선택지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어 조합한 형태에 가깝다는 사
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당시
한국 정부가 채택했던 이른바 적극적 억제전략(Proactive Deterrence)의 경우,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지휘부 타격 등 다음 단계로의 확전
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아예 도발 자체를 감행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16) 도발시 북한이 치러야 할 비용(cost)을 극대화함으로써 억
제 효과를 도모하는 이러한 방식은, 최소한 외부에 비치는 모습만 놓고 판단하
자면 개념적으로 프랑스의 비례억제와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동맹 차원의
관련 협의를 통해 전략폭격기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강화해
야 한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나17) 한⋅미⋅일 3국의 잠수함 기반 저위력 투사능력 공동 운용18)에 관한 아이
디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동맹
협의를 통한 핵 확전 억제효과 강화라는 점에서 서독의 선택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유럽과 한반도의 전장 환경이나 달라진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증가에 주안점을 두는 ‘제한적 서독식 모
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 상황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독자적
16) 3축체계의 KMPR이 전제하고 있는 평양 등 지휘부에 대한 참수(decapitation) 능력 확보는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 브루스 W. 베넷; 최강; 고명현; 브루스 E. 벡톨; 박지영; 브루스 클링너; 차두현, 뺷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1).
18) 박휘락, “나토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의 현황과 동북아시아 도입에 관한 시론적 분
석,” 뺷국가전략뺸 제27권, 제1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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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억제 강화와 동맹을 통한 피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노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상충하는 억제 목표를 동시
에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억제 효과가 감소될 수 있는 개연성도 숨어있는 것이 사
실이다. 두 모델이 서로 다른 정반대의 억제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
다는 것이다. 냉전기 억제이론의 주요 연구는 이러한 두 억제 모델 사이에 하나
를 강화할 경우 다른 하나가 약화되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19) 사전억제에 집중할 경우 북한의 초기 도발이 대규모 전쟁
으로 확전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고, 거꾸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경우 재래식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딜레마라고 정리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 모델의 핵심은 상대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지도부에 대한 대
규모 공습 등 압도적 보복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다. 이
러한 모델은 상대가 애초에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
단 선을 넘고 나면 북한으로서는 즉각 핵을 포함해 보유한 모든 전력을 총동원
해 확전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계산을 낳기 쉽다. 이를테면 ‘서
울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김정은은 죽는다’고 믿게 만드는 데 성공할 경우 미사일
이 떨어질 확률은 줄겠지만, 평양에게는 일단 한 발을 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아예 대규모 핵 공격으로 시작하는 일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서독 모델은 상대가 방아쇠를 당긴 후에도 양측 모두 일정 수위를 넘지
않으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암묵적 전제를 통해 전쟁의 피해를 최소한의 수준
으로 묶어두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이 벌어진 후에
도 공멸은 피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그보다 낮은 수위의 도발은 오히려 쉽게 발
생할 수 있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남측의 확전 방지 의지가 ‘아무리 도발을 해도
김정은은 죽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경우 평양으로서는 더 쉽게 제한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른바 안정과 불안정의 역설(stability-

19) 이러한 논의의 대표적 저작으로는 Barry R Posen, “Inadvertent Nuclear War?:
Escalation and NATO’s Northern Flank,” International Security, Vol. 7, No. 2(1982).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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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bility paradox)이 생기는 것이다.20)
가장 큰 딜레마는 이들 두 모델이 서로 억제효과를 상쇄한다는 점이다. 본질
적으로 두 모델은 상대의 선제도발에 대해 우리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따라서 아무리 대규모 보복을 공언해
봐야 우리 측이 내심 피해 최소화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갖고 있다고 상대가 확
신한다면 낮은 수위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거꾸로
아무리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해도 초기에 대규모 보복에 나
설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북측이 판단한다면 평양으로서는 소규모 충돌을 최대
한 빨리 전면전으로, 혹은 핵 사용으로 비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다시 말해 사전억제 기조의 메시지는 실제로 억제가 실패할 경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피해 최소화 기조의 메시지는 북측의 도
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직관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억제 목표가 모두 우리에게 긴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두 개념이 가진 상충성으로 인해 양쪽 모두를 한꺼번에 극대화하는
억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말해 미국 역대 행정부
의 핵전략 논의 역시 이들 두 가지 목표 사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으로 점철돼
왔을 뿐,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모델은 고안된 적이 없다.21) 각자의 처지
와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가
깝다는 의미다.
이렇게 놓고 보면, 1960년대 유럽에서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사뭇 명확하
다. 북한 핵전력 고도화 이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쟁 발발
개연성 최소화와 확전통제 혹은 피해 최소화라는 상반된 두 목표를 단계별로 어
떻게 선택 혹은 배합해 구사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전력구조 및 전략
20) Michael Krepon,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misperception, and escalation
control in South Asia,” in Prospects for peace in South Asia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21) 미 역대 행정부의 관련 논의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Fred Kaplan, The
bomb: Presidents, generals, and the secret history of nuclear w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20).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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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관된 형태로 재편하는 작업이 선결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상반된 억제 목표의 차이와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뤄지는 전력 강화는 두 목표 중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약점으로 귀결될 공산이 작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시나리오별 주요 쟁점 식별
8차 당대회와 2019년 하반기 이후 계속돼온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현대화 프
로그램을 통해 북측의 핵 사용교리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의
대응전략 역시 이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원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병렬
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측에 가장 유리한 억제목표와 개념을 설
정한 뒤 그에 맞춰 관련한 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유럽의 사례를 도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선택은 한국의 독자적 응징보복
능력을 전쟁의 어느 시점에 투사하느냐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22) △아예 도
발 자체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면 프랑스처럼 개전 초기에 평양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포함해 대규모 응징보복에 나서는 교리를 반복해 강조할 필요가 있
고 △반대로 핵사용 단계로의 확전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
다고 판단한다면 서독처럼 독자적 응징보복 능력 구축을 포기하거나, △영국처
럼 일단은 동맹 차원의 확전 개념에 보조를 맞추되 최후의 순간 확장억제와 별
도로 독자적 응징보복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의 가능
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하면서도 △억제 효과를 극
22) 이 질문에 잠재돼 있는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압도적 재래식 전력 확충이 과연 핵 옵션과
유사한 응징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일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독자적 핵 전력 보유
가 불가능하다는 가정과 △재래식 전력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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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선택을 전범으로 삼을 경우, 독자적 응징보복능력의 억제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독자 전력에 대해서는 미군과 별도의 지휘결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달리 말해 예상 가능한 최대의 난점은 한미동맹과의 긴
장 개연성이라는 뜻이다. 당시 프랑스의 선택은 아예 동맹 군사기구로부터 탈퇴
하는 극단적 결론으로 귀결된 바 있지만,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이는 한국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지에 가깝다. 따라서 독자적 응
징보복 능력 확보와 동맹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23)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국 측이 독자적 결정권을 행사하려
는 움직임은 그간 미국 측으로부터 다양한 수준에서 견제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본 적극적 억제 개념에 대해 미국 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제
기된 것 역시 이러한 잠재적 긴장과 관련이 깊다.24) 북한의 제한적 도발을 공세
적으로 응징한다는 작전개념이 확전 가능성을 높이고 한미 간의 신중한 대응 협
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그 골자였던 바, 특히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할수록
미측은 이러한 우려를 공식화할 개연성이 있다.
피해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는 서독 모델의 경우,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현실적
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
와 관련해서는 특히 1960년대 당시와 현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제도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
듯 MLF 구상 등 실질적으로 핵 사용 결정권을 분점하겠다는 구상을 미국 측이
수용한 경우는 역사상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후 미국을 중심으
23)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이원적 억제 개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한반
도 상황에 적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각각 평양에 대한 응징억제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
측의 계산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작업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정책결정자들
이 고려해야 할 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도발 감행 결정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 구
조인 셈이다.
24) 대표적인 논의로는 Abraham M Denmark, “Proactive Deterrence: The Challenge of
Escalation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Korean Economic
Institute, 201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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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국제사회는 NATO에서의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NPT를 입
안함으로써 이러한 핵 사용 결정권의 국가간 분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바 있다. ICBM⋅SLBM의 발달과 함께 역외 핵 투사와 역내 핵 투사의 군
사적 차이점이 사실상 사라진 현실을 감안하면 NATO식 핵 공유 체제나 전술핵
재배치의 군사적 실효성 역시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5)
따라서 서독식 모델이 주는 더욱 현실적인 시사점은 동맹 사이의 확장억제 협
의를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냉전 당시 서유럽 국가
사이에서도 NATO NPG를 통한 확장억제 협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회의론이 만
만치 않았던 것 역시 사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 1∼2차례 개최되
는 NPG 각료급 정기회의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동맹군사령부의 결정
을 추인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26) 오히려 NPG가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받는 유일한 케이스는 1970년대 후반 소련의 SS-20 중
거리미사일 전진배치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NATO는 특별
자문그룹(Special Consultative Group)을 결성해 소련과의 중거리핵전력 감축
협상과 미국 퍼싱-2 미사일과 지상배치순항미사일(GLCM)의 서유럽 배치를 순
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이중 결정(Dual-track Decision)’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러한 구상은 이어진 장기 협상 끝에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이라는
결실을 낳는다.27)
이렇게 놓고 보면 서독식 모델과 확장억제 협의 강화를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경우 상정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는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25) NATO 핵공유의 군사적 실효성 논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황일도, “동맹과 핵공유: NATO
사례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시사점,” pp. 15-22.을 참조할 것.
26) Paul Bracken, The command and control of nuclear forces (New Haven, CO: Yale
University Press, 1985); Daniel Charles, Nuclear planning in NATO: Pitfalls of first
use (Pensacola, FL: Ballinger Pub Co, 1987).
27) 이러한 성공 사례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집권과 그에 따른 소련 핵전략 변
화 등 다양한 국제정치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지만, 제도적으로는 NATO NPG의 특별자문그
룹이 고위그룹(HLG: High Level Group)으로 상설화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차 정기회의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각 동맹국 실무진이 배치된 상시 조직에서 포괄적창의
적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확장억제 협의의 질적 발전으로 귀결됐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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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협의조직의 상설화라는 소프트웨어 강화라고 정리해도 좋을 듯하다.28) 이
를 통해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의 기존 아젠다를 훨씬 밀도 깊게 논의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련 협상을 위한 군사 기술적 대안 마련 등 거시적인 정책목표 마련
도 가능하다는 점을 NATO HLG의 선례가 보여주는 셈이다.
영국식 모델의 핵심은 프랑스식 응징억제와의 차별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
다. ‘소규모 도발에도 대규모로 대응한다’는 사전억제 대신 ‘확전은 동맹의 틀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단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하거나 실행되면 동맹의
결정 없이도 보복한다’는 원칙을 정립하는 것에 가깝다. 다시 말해 독자적 응징
보복 능력을 보유하되 그 가동 시점을 개전 초가 아니라 핵 확전이 이뤄진 이후
로 미뤄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한반도 환경에 적용하자면 △공식적인 억제 목표는 미국과의 견고한 협
의를 통해 확전 통제 기조를 유지하는 데 두되 △평양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의 동참 없이도 평양 등에 응징보복을 가해 북한 지
도부를 확증 파괴할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보복은 북한의 1차 타격으로 국가
지도부가 절멸한 상황에서도 결정권을 미리 위임해둔 2차 타격 능력을 통해 반
드시 실현될 것임을 납득시켜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KMPR로 상징되는
독자적 응징보복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을
준비하는 것이거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임은 아님을 설득하는
동시에 △공식적으로는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협의 체계를 밀도 높게 유지하면
서 암묵적으로는 독자적 대북 응징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signaling) 작업이 관건이 된다.
이러한 영국식 모델은 한국의 독자적 응징보복 능력이 개전 초에 가동되는 것
이 아니라 북측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프랑스식 사전억
제 모델과 차별성이 있다. 북한의 소규모 도발이나 재래전 상황에 대해서는 확
전 통제와 피해 최소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대응하되, 평양이 매우 낮은 위력의

28) 황일도,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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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라도 일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 최소화가 아니라 대리더십타격
(counter-leadership strike)을 포함한 응징보복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대응하
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가깝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개전 초 핵 사용’ 같은 극단적 확전에 나서지 않도록 억제하는 동시에, 최후의
순간에도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독자적 응징능력을 모두 두려워해 핵 사용을
끝내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목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사실 이 모델이 가진 가장 까다로운 난점은 관련한 억제 커뮤니케이션을 암묵
적인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이 독자 핵 능력과 SLBM을 활용
한 2차 타격 능력을 공공연히 과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앞서 설명한 미영 동맹
의 특수성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억제 메시지를 △
핵무장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한미동맹과의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북측은
명백한 리스크로 느낄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각각
의 과제가 함께 양립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이 모델이 가진 어려움의 요
체라고 할 수 있다.29)

5. 결론: 3축체계 전력의 용도 재정의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한국형 3축체계는 응징억제에 해당하는 KMPR과 거부억제에
해당하는 킬체인 및 KAMD로 구성되는 바, 앞서 본 억제 개념 사이의 상충 가능
성보다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억제 효
과의 총량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양과 수뇌
부 타격을 핵심으로 하는 KMPR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더 큰 피해를 위협
29) 이와 더불어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한국의 독자적 응징보복 능력은 상당부분 지대지 미
사일이 기반이 될 텐데, 이들 전력은 개전 초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격파하는 킬체인 작전의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독자 전력의 억제 효과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재래식 교전이 진행되
는 와중에도 이들 전력 상당 부분을 최후 응징보복 용도로 유보해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
온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 이러한 선택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상당한 회의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0년대 유럽 3국의 선택과 한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_ 21

함으로써 비용(cost)을 증가시키는 억제 방식이고, 북측 미사일 발사대 등 주요
군사자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타격하는 킬체인과 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북측의 군사도발이 의도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편익(benefit)을
감소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들 각각의 억제효과가 서로 더해져 북측의 군
30)

사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북측의 핵사용 교리를 감안할 때, 이러한 3축체계
의 주요 개념과 용도는 북측의 핵 사용 저지라는 억제목표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한층 정교하게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재래전과 전술핵 사용 사이의
구분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의 구분선에 대한 북측의
오인을 차단하는 용도로 3축체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겨났기 때
문이다.
최근 북측의 교리가 암시하고 있는 핵 확전 개념은 △재래전과 전술핵 사용
사이의 문턱(threshold)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한미연합측에 대한 재래식 열세
를 상쇄(countervail)하고 △대신 한반도 전구에서 사용하는 핵 전력의 위력을
제한함으로써 미측의 전략핵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개연성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빠른 속도로 전술핵 사용단계로 상승시
킬 것이라는 위협을 통해 확전우세를 점하겠다는 시도다.31)
재래전과 전술핵 사용 사이의 격벽을 낮춰 확전우세를 차지하겠다는 평양의
계산에는, 유사시 자신들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 남단의 목표를 향해 제한적인
방식의 대군사타격(counter-force attack) 용도로 사용할 경우 미측의 대응은
재래식전력이나 저위력(low-yield) 핵탄두 사용으로 한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32) 이러한 제한핵전쟁(limited nuclear war) 상
30) 일반적으로 응징억제는 사전억제 기조와, 거부억제는 피해 최소화 기조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
억제이론은 거부억제가 응징억제에 비해 ‘우아하게(gracefully) 붕괴한다’고 설명해왔다
(Michael S. Gerson, Conventional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Carlisle
Barracks, PA: Army War College, 2009), p. 47.). 억제가 실패할 경우 응징억제 체계의
가동은 높은 수준의 확전이나 공멸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거부억제 체계는 상대의
무기체계를 격파함으로써 우리 측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1) 황일도, 뺷북한 핵 억제 교리의 진화: 핵 협상에의 시사점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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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일방적인 재래식 전력 열세 속에서 재래전을 지속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보
다는 지도자나 체제의 생존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실 이러한 기대는 구분선을 최소화해 모호성을 활용하는데 주안점
을 두고 있는 최근 미국의 핵 확전 개념과 거리가 멀지만,33) 평양은 그러한 최
소한의 개연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 핵무기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한미연합측의 억제목표는 재래식 교전을 전술핵 사용으로
조기에 확전시키고자 하는 북측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앞서 설명한대로 사전억제
와 확전통제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앞서 설명했듯
이전 시기 한미연합측의 억제 메시지는 국지도발이 다음 단계로 확전될 개연성
을 극대화함으로써 북측의 리스크 인식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극적
억제’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조는 북측의 도발을 막는 사전억제 차원에서는 효과
적일 수 있으나, 일단 분쟁이 격화되면 순식간에 상황이 번져나간다는 점에서 다
음 단계인 전술핵 사용으로의 의도치 않은 확전(inadvertent escalation)을 피
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공산이 있다. 북측이 전술핵 확전을 지향한다면 이렇
듯 확전 개연성을 강조하는 모델은 적절한 선택일 수 없을 것이다.
대신 한미측의 억제 메시지는 북측이 전술핵 등 낮은 단계의 핵무기를 사용하
는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핵 응징보복과 한국측의 KMPR이 함께 가동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34) 재래전 상황에서의 킬체인 가동은
핵사용 단계로의 확전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평양의 전술
32) 대규모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략핵 응징보복타격 혹은 대가치타격(counter-value
attack)이 국제법 규범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은 미국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Scott D Sagan and Allen S Weiner, “The Rule of Law and the
Role of Strategy in US Nuclear Doctrin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5, No.
4(2021).을 참조할 것.
33) Kaplan, 앞의 책, pp. 260-298.
34) 이는 달리 말해 전술핵과 전략핵 교전단계가 분리될 수 있으리라는 평양측의 기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핵은 위력과 관계 없이 모두 핵일 뿐이며
따라서 평양이 전술핵 사용을 결심하는 순간 한미측의 응징보복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신뢰성 있게 조성할 억제 메시지가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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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확전 시도에 대해서는 전략핵 수준의 압도적인 응징보복을 가하겠다는 메시
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렇듯 앞서의 억제목표를 감안하
면 3축체계의 군사적 용도를 재정의할 필요가 생긴다. 단순히 각 체계가 가진
억제효과를 개별적으로 극대화해 억제효과의 총량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국면
과 상황별로 앞서의 억제목표에 부합하도록 각 체계의 용도를 보다 정밀하게 설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KMPR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 프랑스와 영국의 핵 능력은 그 자체만으
로 소련의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를 장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다.
자신들의 한정된 핵 사용이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규모 핵교전으로 이어지는 방
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시킬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소련에 대한 억제효
과는 충분할 것이라는 계산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들
의 전술핵 선제사용 이후 미측의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
식을 평양에 심어주는 데 KMPR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북
측의 전술핵 사용에 대해 미측이 압도적 응징을 주저하는 경우에도 △남측의
KMPR로 인해 북측 역시 대규모 핵사용이 불가피해질 공산이 크고 △따라서 결
국은 미측의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아예 전
술핵 사용 자체를 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35)
반면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측의 거부억제 전력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에 맞춰
그 용도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 킬체인의 핵심개념은 한국
측 정밀타격능력을 활용해 북측의 핵⋅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혹은 선제적으로
격파함으로써 핵무기 투사능력을 제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재래전
과 전술핵 사용의 격벽을 낮추고자 시도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북측의 ‘선제사용 혹은 무력화(Use it or lose it)’ 딜레마를 키워 오히려 조기

35) 프랑스의 이원적 억제 개념을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 이러한 용도는 KMPR 전력
이 재래식 고폭탄만으로 이뤄져 파괴력의 한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상대적
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KMPR 전력이 그 자체만으로는 북측으로 하여금 체제의 절멸 가능
성을 심각하게 확신시킬 수 없다 해도,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미측의 전략핵 응징보복 가동
이 불가피해진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면 억제효과는 현재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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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킬체인
전력의 용도는 오히려 북측의 핵 장착 미사일보다는 재래식 전력 격파에 주안점
을 두는 방식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의 핵 전력이나 관련한 지휘통제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서로 회피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확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래전으로 상황을 한정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고민돼 온 바 있다.36)
이러한 재정의 작업은 그간 한국이 발전시켜온 대응 전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반 대중의 시선으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예컨대 한국의 KMPR을 미국의 전략핵 응징보복 가동을 강화하는 방아쇠
로 활용한다는 개념은 미측에 연루(entrapment)의 위험성을 극대화하는 시도
로 비칠 수 있다. 거꾸로 킬체인 전력이 북한의 핵탑재 미사일 공격을 의도적으
로 회피하고 재래식 전력 격파에 주력한다는 설정 역시 국내의 일반 유권자들에
게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앞서 제시한 과제들이 군 당국 내부의 능력이나 권한만으로
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결정임을 뜻한다. 근본적으로는 수백만의 인명피해 혹은
국가 전체의 절멸 여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는 문자 그대로 국가적 과제이
기 때문이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감수해야 하는 민감한 쟁점을 품고 있어서이
기도 하다. 프랑스와 서독, 영국이 각각의 옵션을 결정한 것은 유권자의 위임을
받은 국가 최고지도자와 의회의 토론을 통해서였다. 어쩌면 1960년대 유럽의 사
례가 한국에게 주는 가장 큰 함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라야 이 정도 수위
의 전략적 결정이 가능하다는 교훈일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의 크기는 이처럼 거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36) 이러한 주제에 천착한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Barry R Posen,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James M Acton, Is It a Nuke? Pre-Launch Ambiguity and Inadvertent Escalation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0).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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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rope’s Nuclear Decision in the 1960s:
Implication for the ROK’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HWANG Ildo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Since North Korea’s advancement of nuclear capabilities stirred up a
credibility issue of the US nuclear umbrella, various debates have been
underway as to strengthening the ROK’s indigenous deterrence capabilities.
The most analogous precedent were the cases of France, West Germany, and
the UK in the 1960s following the Soviet Union’s nuclear development, and
it can be said that counter-decisions of these countries differed substantially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focuses, namely either pre-war deterrence or
damage limitation. The operational utility of the ROK’s countermeasure
package, represented by the Three-Axis System, also needs to be readjusted
in consistency with precise principles for this question of deterrence concept.
Key Words: Pre-war Deterrence, Damage Limitation, Three-Axis System,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Extend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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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 분석과
북한 개발협력 시사점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문경연 (전북대학교)

1. 서론
2. 국제금융기구(IFI)의 이행조건 검토
3.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4.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비핵화’ 문제로 주변국과의 군사안
보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
회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 본격화되기
전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을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이행조건’의 정의, 변천 과정, 관련된 주요 쟁점과 정책적
논의를 고찰하고, 특히 ‘이행조건’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제
금융기구들이 강조하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이행조건의 최소화, 국별
특성에 부합하는 거버넌스개혁과 기술지원, 국제금융기구 간 협업과 조정,
공여국과 수원국 간 파트너십, 이행조건 수행에 대한 사전⋅사후 명확한
합의 등 이행조건 관련 원칙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신규 회원
국, 체제전환국, 저소득 스트레스 국가(LICUS)에 적용되었던 이행조건들
을 사례로 하여, 이행조건의 실제 적용 실태와 문제점, 유형별 특징을 분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주제어 |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이행조건, 북한,
개발효과성

1. 서론

1)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은 자본이 부족한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
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저소득⋅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상업금
융이 진출하기에는 금융리스크가 높고 국가신용등급은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기
구는 유무상의 차관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상업금융과 달리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은 많은 경우 수원
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이 동반되고, 이를 통칭하여 국제금
융기구의 ‘이행조건(Conditionality)’이라고 정의한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이행조건’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
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수행한다.1) 그러나 한편에서는 해당 국
가의 고유한 특성과 발전단계를 간과한 ‘표준화된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
써 성과보다는 다양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행조건’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행조건의 내용과
함께 그 맥락에 주목한다. 이행조건의 등장 배경과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개발
협력의 주요 원칙으로 천명된 주인의식과 파트너십 관점에서 이행조건과 관련
된 최근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 대상 개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구체화될 때, 특히 금융지원에 따른 개혁 프로그램이 주
요 의제 중 하나로 등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수원국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이행조건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비핵화’ 문제로 인한 경제제재와 주변국
과의 군사적 안보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이 어
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 이 논문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NRF-2018S1A3A2075117).
1)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An historical introduction”.
World Development. Vol. 17, No. 9 (1989), pp. 1319–1332.;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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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사전 작업
으로 기존 국제사회에서 제공된 다양한 금융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그
와 같은 지원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이행조건’에 대한 분석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과 북한 개발협력을 연계한 연구들은 북한의
개혁개방 시 북한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재원으로서 국제금융기구가 제
공하는 금융지원의 가능성과 조건, 지원 규모 추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대표
적으로 장형수는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의 규모와 가입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한 바 있으며, 이행조건적 측면에서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
다.2) 임을출⋅최창용은 이행조건의 여러 주제 중 하나인 ‘공공거버넌스’에 집
중하여, 이러한 논의가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 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이행조건
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 의미가 있으나 특정 부문에 한정된 연구로 한계가 있고,
또한 최근 변화된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 이외에 북한에 대한 국제금
융기구의 금융지원에 있어 이행조건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연구로 이한희
⋅최동주의 연구는 이행조건 수행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북한의 수용성을 떨어
뜨린다고 지적하고 있고,4) 금융지원 이외에 일반적인 원조에 있어 이행조건으
로 언급되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혁이 ‘이행조건’인지 ‘선택조건’인지를 논의
한 김민주의 연구가 있는데,5) 이 쟁점 또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될 것
이다.
2) 장형수,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뺷통일정책연구뺸,
제17권 1호(2008), pp. 315-338.
3) 임을출⋅최창용, “경제개혁과 이행조건 그리고 공공거버넌스: 북한 적용 가능성, 함의 및
과제,” 뺷통일정책연구뺸, 제6권 1호(2007), pp. 53-78.
4) 이한희⋅최동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뺷국제지역연구뺸, 제23권 2호
(2019), pp. 3-36.
5) 김민주, “원조수혜국의 거버넌스: 원조수혜를 위한 이행조건인가? 선택조건인가?,” 뺷한국
행정학보뺸, 제45권 4호(2011), pp. 25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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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 저소득빈곤국과 분쟁 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근 국제
금융기구의 경제지원의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경제지원은 군사
외교적 협상과는 가능한 한 분리하고, 반면에 해당 국가가 시도하려는 개혁조치
의 진전과는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한다. 왜냐하면, 원조가 정치적 이유로 제공
되고, 해당 국가가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면 체제 내 개혁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반대로 내부의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존재
함에도 정치적 이유로 인해 외부로부터 지원이 없다면 개혁 추구 세력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개혁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중요하나 ‘의미있는 정치적 개혁’이 가
시화될 때까지 경제지원을 미룸으로써 해당 국가의 안정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
둘째, 전환기와 개혁 초기에는 수원국의 선택권과 잠재력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
다. 다시 말해, 기초적인 사회경제 수준 도달 이후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출 상
품 개발과 제조업 부문의 발전은 성공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요
소라 할 수 있다.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고유의 계획경제와 경직된 경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수출 지향적⋅개방경제로 발전하지 못했다. 인위적으로 형성
된 사회주의체제 국가 간 블록경제체제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은 물론 개별 국가
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였다. 또한 경제개방도의 한계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
한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국내 생산품의 수출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것이
다. 따라서 내부의 경제개혁과 외부로부터 지원은 제도 개혁을 촉진함과 더불어
대외 개방도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유인체계로서 작동한다.
셋째, 수원국이 정치적 자유화를 거부하고, 인권 개선을 시도하지 않는 한 국
제사회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다시 경제지원과 연동됨으로써 내부의 개
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 사례처럼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자유화된 개혁을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저발전 권위주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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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예외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에 비추어, 북한에 대한 외부로부터 압박 요인들에 대한 전향
적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내 개혁이 추동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는 곧 북한
내부로부터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생의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될 때 내부의 개혁과 외부로부터 경제지원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다. 기아와 빈곤은 단순히 무언가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
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전망하고 나아가 북한 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해 실현 가
능한 전략과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금융기구(IFIs)와 국제개발기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
태의 지원수단을 소개하되, 금융지원(financial assistance)과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러한 지원수단의 전제조건들
이라고 할 수 있는 ‘이행조건’에 주목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이행조건’의 정의,
적용, 결과,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동학과 의미까지 소위 ‘이행조건’의 핵심적
인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행조건’의 문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에서 고수되
어야 할 원칙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의 수
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과 참여적 개발
(participatory development)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원국이 실행
해야 하는 이행조건의 내용과 의무에 대해서는 수원국과 원조 제공자 간 많은
의견 차이가 있다. 물론 이행조건이 수정 불가한 고정된 그 무엇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행조건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사례 국가군을 1)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회
원국, 2) 체제전환국, 3) 저소득 스트레스 국가(low-income stress countries,
LICUS)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각의 국가군에 적용되었던 이행조건의

36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1권 2호(통권82호)

내용과 함께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도전 과제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이 기획될 경우 위 세 가지 국가
군의 특성이 중첩된 상황을 상정하고, 북한에 대한 이행조건들이 어느 정도, 어
떤 방식으로 유연성과 경직성, 이행조건의 적용, 재조정이 가능한지를 예측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실현 가능
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필자들의 문제의식
을 바탕으로 하되, 개발협력과 북한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책 제언
을 수렴하면서 진행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 국제금융기구(IFI)의 이행조건 검토
가. ‘이행조건’의 정의
국제 정치경제에서 사용되는 ‘이행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원조 수혜국
이 원조 제공 기관이나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이나 기술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법적⋅정치적 조건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금융
기구(IFIs)가 개발정책 운용에 필요한 자원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6) 이러한 조건들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 기반 조성, 둘째,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한 이행조건
에 포함된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목표 달성, 셋째, 지원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집행과 함께 합의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및
실제 정책 집행 등을 들 수 있다.7)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과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상당
한 정도의 지원을 유무상 형태로 지원했고, 수원국들은 그러한 원조와 차관의
6) World Bank, Operational Policy 8.60, paragraph 12.
7) Humberto Campodonico, “Conditionality in Latin America,” Forum on the Future of
Ai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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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이행조건 준수와 특정 정책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문
서화했다.
‘이행조건’ 관련 대표적인 문건으로 평가되는 세계은행(2005)이 발간한
Conditionality

Revisited:

Concepts,

Experiences,

and

Lessons와

IMF(2011)가 발간한 Review of Conditionality에 의하면 국제금융기구와 공여
국이 요구하는 이행조건들은 정의, 해석, 적용 범위 등이 많은 경우 애매모호하
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수원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저항과 거부감을 야기했
다.8) 공여자의 관점에서는 이행조건이란 ‘상호 책임을 명문화한 조건’으로서
원조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의 적절한 집행을 관리하고, 수원국의 경제개혁과 회
복을 촉진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행조건을 정당화했다.9) 그
러나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행조건들은 경제지원을 대가로 국가의 주
권을 침해하고 내부 정책 과정에 간섭한다고 비판한다.10)
주요 공여기관과 수원국 간의 이러한 긴장 관계와 더불어 이행조건의 본질적
성격과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이행조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
제금융기구와 공여국은 한편으로는 특정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를 옹호하나, 차관 제공이라는 지렛대를 수원국의 개혁 추진체로
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과도한 이행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수원국 입장에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잦
은 수정이 불가피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되는 것이
다.11)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최근 국제금융기구와 공여국들은 이행조건
8) Koeberle, et al., Conditionality revisited: Concepts, experiences, and lessons
(World Bank, Washington D.C., 2005); IMF, 2011 Review of Conditionality Overview Paper, 2011.
9) World Bank, Review of World Bank Conditionality: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nditionality: A literatur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World Bank(July 6,
2005), pp. 3-4.
10) World Bank, Review of World Bank Conditionality: Issues note operations policy and
country services, World Bank(January 24, 2005).
11) World Bank, Review of World Bank Conditionality: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nditionality: A literatur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World Bank(July 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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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다 유연한 적용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행조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경제 개발과 재건에 기여하는
촉매제로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나. ‘이행조건’의 형성과 적용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설립된 세계은행과 IMF는 설립 초기에는 주로
프로젝트기반 차관(project-based lending)을 제공했다. 설립 당시 세계은행
의 주된 임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발과 재건을 촉진
하는 것이었고, IMF는 해당 국가들의 외환 거래와 환율 관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했다.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사회기반 시설들이 거의
파괴되었으나 당시 원조 수원국들은 전쟁 전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이 많았기 때
문에 세계은행이나 IMF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정책이나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
치는 직접적인 개입을 할 필요성이나 동기가 크지 않았다. 또한 당시 원조 대상
국들은 전후 물리적 기반시설들은 폐허가 되었으나 제도적 발전은 일정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차관을 비롯한 여타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있었다.
전후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원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신흥 개
발도상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신흥 개도국들은 대부분 재정 및 국제수지 위기
가 빈발했고, 경제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다양한 정책들과 프로젝트들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결국에는 경제발전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
다.12)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정책 환경의 불완전성이라고
보고, 프로젝트기반차관 제공 방식을 개선하면서 정책기반(policy-based
instruments) 방식으로 수원국의 ‘개혁’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했다.13) 특히
12) World Bank, Review of World Bank Conditionality: Content of conditionality in
World Bank policy-based operations: Public sector governance, privatization, user
fees, and trade, PREM Group, World Bank(June 30, 2005).
13) World Bank,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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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석유파동 이후 IMF와 세계은행의 사업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고, 파편화
된 프로젝트기반차관 제공 대신 포괄적인 정책기반차관을 통해 수원국의 종합
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개발도상국들 스스로 자국 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국제금융기
구 역시 수원국의 재정정책, 무역, 공공부문 관리 등과 같은 국가 단위의 정책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더해 외부의 전문지식과 개입을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 국제금융기구와 선진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이러한 정책수요와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consultation)’을 ‘이행조건
(conditionality)’이라는 형식으로 적극 제공하게 된다.
원조 규모와 공여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조에 첨부된 ‘이행조건’의 범
위와 양적 숫자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14) 이행조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원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불가피
한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국들은 국제금융기구가 ‘권고’하는 이
행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할 의무가 발생했고, 공여(기관)-수원(국) 간 합
의가 이루어져야 원조가 제공되는 ‘사전 이행조건(ax-ante conditionality)’ 방
식이 정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수원국은 국제금융기구가 권고하는 표준
정책들, 이른바 19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로 알려진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친
시장 경제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정책자문과 이행조건들은 많은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수원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경
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정책기반차관과 이
행조건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었다. 일각에서는 국제금융기구 전문가들이 수원
국의 국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수준의 급진적 개혁을 요구했다는 비판
도 제기되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들 스스로 해당 수원국에 중복되거나 서로 상
14) World Bank, Review of World Bank Conditionality: Recent trends and practices
operations policy and country services, World Bank(June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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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되는 이행조건을 요구하였고, 나아가서는 개혁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시각
차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수원국의 경제개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들이 수원국이 자의적이든 불가피한 조건에서든 이행조건
을 잘 수행하고 소기의 정책효과를 달성했는지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평가하
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행조건을 강제하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역시 수원국 스스로 지속가능한 개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국가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15)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
는 많은 전문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주인의식’이 개발원조 혹은 개발협
력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행조건을 강제할 때 보다 유연한 관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들을 이행함으로써 뚜렷한 경
제성장을 달성한 반면, 또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실패하기도 했다. 부패, 공공관리 실패, 정치적 불안정 등이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직면한 만성적 문제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기구가 원
조의 대가로 요구한 경직되고 엄격한 이행조건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하기
도 한다.17)
예컨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금융기구들은
수원국의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 개혁(cookie-cutter approach)
을 강요함으로써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18) 개발도상국들과 외
15) Oxfam International, Oxfam International Submission to World Bank Review of
Conditionality, Oxfam International(June 14th 2005).
16) Bretton Woods Project, “IMF lending programmes: old wolf in sheep’s clothing?,”
(November 2009), http://brettonwoodsproject.org/art-565592(검색일: 2021.05.09)
17) Ariel Buira, “An Analysis of IMF Conditionality,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G-24 Discussion Paper Series, No. 22, August 2003; Axel
Dreher, “IMF and Economic Growth: The Effects of Programs, Loans, and
Compliance with Conditionality,” World Development Vol. 34, No. 5(2006), pp. 769–
788.
18) S. Marchesi and J. P. Thomas. “IMF conditionality as a screening device.” Economic
Journal, vol. 109(1999), pp. 111-125; Mayer, W. and A. Mourmouras, “IMF
conditionality and the theory of special interest politics.” Comparative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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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금융기구로부터 차관 도입을 위해 이행조건에 첨부된
‘정책 권고’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선진 공여국들은 그들 나름대로 국제금융
기구의 실패를 비난하면서도 자국에서 제기되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비난을 회
피하기 위해 수원국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제금융기구의 원조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기
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과 IMF는 수원국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별 정책 개혁을 위해 경직된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제안하는 것을 자제하고, 다
수의 모호한 이행조건보다는 제한적이지만 명확하게 명시된 목표가 더 효과적
이라는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이행조건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으며, 이
에 따라 양대 국제금융기구는 과거에 비해 축소된 수의 구조조정 이행조건을 제
시하고 있다.19)
21세기에 들어 선진 공여국과 국제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돕
기 위한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을 구축했다. 2000년 UN 새천년선언(The UN
Millennium Declaration)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했고, 이
후 2016년에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인류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했다. 그 이전에
IMF와 세계은행 역시 저소득 빈곤 수원국들이 자국이 주도하는 빈곤감소전략
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와 고채무 빈곤국가 이니셔
티브(HIPCI)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협력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히 이행조건에 대한 여러 비판을 전향적
으로 수용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Studies 46(2002), pp. 400-422.
19) S. G. Koeberle “Should policy-based lending still involve conditionality?”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18, No. 2(2003), pp. 249-273; S. G. Koeberle and
T. Malesa. “Experience with World Bank conditionality.” Chapter 4 in Ed. by S. H.
Koeberle, P. S. Bedoya and G. Verheyen, eds. Conditionality revisited: concepts,
experiences, and lessons (World Bank: Washington, D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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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발전을 위한 ‘이행조건’의 역할
이행조건이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
한 시각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이행조건의 정책효과 혹은 원조효과를 객관적
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20) 이행조건이란 공여기관과 수원국 간의
일종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의미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의 특성과 운용에 따라 그
결과 역시 다양하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행조건
의 제도적 구속성과 함께 참여 주체 간 파트너십과 협력 방식의 중요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앞서 정의했듯이 이행조건은 수원국들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매개
수단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행조건은 수원국의 경제정책을 개선하
고 개혁하는데 동의한다는 쌍방 간 약속을 의미한다.
수년간 국제금융기구가 제안한 이행조건과 정책영역의 범위는 주로 신자유주
의적 경제 철학에 기초한 세금, 은행, 공기업 및 서비스, 규제뿐 아니라 사회부
문 및 시민사회 개혁(법적 투명성, 공공보건 등)까지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경제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이행조건을 준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권고하는 개혁 정책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한 이러한 개혁을 통해 원조 자금을 받게 되면 개혁으로 인해 불가피하
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조자금으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수원국들이 이행조건에 규정된 정책과 개혁 조치들을 이행하는 과
정에서, 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개혁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결
20) B. Boockmann & A. Dreher, “The contribution of the IMF and the World Bank to
economic freedo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9, No. 3(2003),
pp. 633–649; G. Bird & T. Willett, “IMF conditionality, implementation and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ownership,”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6, No.
3(2004), pp. 423–450; Axel Dreher. “IMF and Economic Growth: The Effects of
Programs, Loans, and Compliance with Conditionality,” World Development Vol. 34,
No. 5(2006), pp. 76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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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초래될 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과 비판이
있다.21) 국제금융기구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원조를 대가로 강요하는 이행조건
들에 수원국들은 마지못해 동의한다고 지적한다.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이 이
행을 약속한 이행조건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원국은 일단 이행조건
을 실제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원조를 확보하려고 한다. 설
령 수원국이 이행조건을 준수하려고 해도 많은 경우 정치적으로 취약하고 불안
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행조건의 준수 역량과 국내 저항 극복을 위한 정치
자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조건 아래 공여기관들은 원조효과성을 이유로 원조 철회
를 결정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소정의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
을 갖고 원조를 계속해야될 것인지와 같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기도 한다. 많
은 경우 선진공여국과 국제금융기구는 자신들이 제공한 원조가 실패했다는 비
난을 받기보다는 수원국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오히려 원조를 계속 제공하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이러한 ‘관용 ‘이 수원국으로 하여금
집행이 어렵거나 인기가 없는 개혁조치들을 이유로 원조만 더 받아내는 네거티
브 인센티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정부의 공식
적인 정책들과 실제 상태 사이에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국제금융기구가 강제하
는 개혁 정책 역시 수원국에게는 피상적인 개혁으로 귀결되기도 한다.22)
또한 수원국이 국제금융기구가 강제하는 이행조건들을 성공적으로 준수했다
하더라도, 해당국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
21) A. Dreher & R. Vaubel,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MF conditionality,”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Vol. 40, No. 3(2004), pp. 26–54; W. Easterly,
“What did structural adjustment adjust. The association of policies and growth with
repeated IMF and World Bank adjustment loan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6, No. 1(2005), pp. 1–22.
22) P. Mosley, F. Noorbakhsh and A. Paloni, “Compliance with World Bank
conditionality: implications for the selectivity approach to policy-based lending
and the design of conditionality,” CREDIT Nottingham Working Paper 03/20(2003);
P. Mosley, J. Hudson and A. Verschoor, “Aid, poverty reduction and the ‘new
conditionality,’” Economic Journal, Vol. 114, No. 496(2004), pp. F217-F243.

44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1권 2호(통권82호)

제금융기구가 추진한 경제자유화는 사회적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자
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부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했던 경제개발 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유무형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
타나기도 한다. 국제금융기구에 비판적인 그룹들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을 경
제제국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이행조건의 합의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특정
이념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경도되었다고 비난한다. 또한 공여기관과 수원국 간
이행조건을 협의할 때 일부 선택된 공무원들만 참여하고 국내의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과 시민사회는 배제된다고 비판한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전문가라 할
지라도 수원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해당 국가의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 부족, 나아가 현지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특정 상황에
기반한 개혁프로그램을 이행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23)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행조건의 적용과 비적용 모두로 인한 비용이 발생
하고 오히려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행조건의 결함과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이행조건이야
말로 공여기관과 수원국 간 책임과 협력의 기본틀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실증
연구들은 정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
해 성장 수준이 더 높다고 강조한다.24) 이런 맥락에서 국제금융기구가 권고하
는 이행조건들은 수원국의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
건들이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는 이행조건들을 계속 수정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5)

23) Oxfam International, “Submission to World Bank Review of Conditionality”(June
14th 2005), pp. 2-3; O. Morrissey, “Recipient governments’ willingness and ability
to meet aid conditionality,” WIDER Discussion Paper 2002/105.
24) O. Morrissey, “Conditionality and aid effectiveness re-evaluated.” World
Development, Vol. 27, No.2(2004), pp. 153-172.
25) Oxfam, “From ‘Donorship’ to Ownership? Moving Towards PRSP Round Two”
(2004); M. A. Thomas, “Can the World Bank enforce its own conditions?”
Development and Change, Vol. 35, No.3(2004): 4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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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행조건의 주요 이슈와 적용
국제금융기구의 설립 목적은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립 이후 여
러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는 경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
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
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
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과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정책 변화와 개선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행조건의 적용을 지지하고 있다. 이행조건에 대한 여러 시
각들, 국제금융기구의 모니터링 역량, 수원국의 집행역량을 간과한 과도한 간
섭 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행조건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개혁
의 기본 전제로서 이행조건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 논의의 역사, 쟁점, 발전과정에 대한
앞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의 이행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행조건: IMF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이행조건
이행조건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수용하면서 IMF와 세계은행은 이행조건과
집행 원칙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IMF는 2004년 지원 프
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집행 시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수원국의 주인의식, 이행조건의 최소화, 국별
특성에 부합하는 이행조건, 다른 국제금융기구와의 조정, 그리고 이행조건에
대한 수원국과 명확한 합의 등이다.26)
첫째, 수원국의 주인의식(country ownership)이다. IMF는 ‘주인의식’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관료들이 해당 정책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2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ublic Information Notice (PIN) No. 05/52, IMF
Executive Board Discusses Review of the Conditionality Guidelines(April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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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그 정책에 대해 자발적인 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행조건이 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협력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계획되고 채택되면 해당 정책에 대한 주의의식도 향상되며, 비록 정책의 이행과
정에서 주인의식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주인의식의 깊이는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둘째, 이행조건의 최소화는 지원 프로그
램 제공 시 이행조건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최소한’의 수준
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행조건은 소기한 바 개발목
표를 달성하고, 또 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행
조건의 선택과 결정 또한 이러한 목표에 명확하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
째, 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이행조건은 문제의 원인과 대안, 발전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행조건 협의 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원국의 정책 이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수반되어야 하며, 일
관성 있는 원칙 적용도 중요하지만 수원국의 특수성과 적절성을 고려한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넷째, 다른 국제금융기구와의 조정(coordination)은 수용
성과 집행 역량이 부족한 수원국의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자간 사전⋅사후 협의와 조정을 의미한다. 금융지원 관련 정책 자문, 프
로그램 설계 및 이행조건 등은 다른 금융기관의 권고나 자문 내용과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수원국이 주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 통
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행조건에 대한 명확성은 집행 과정에서
실무자와 정책결정자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이행조건이 수반되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의 문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지침) 형태로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
해야된다는 점을 의미한다.27)
IMF가 제안한 위의 5대 일반원칙은 이행조건 작성과 실제 집행 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2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uidelines on Conditionality, Prepared by the Legal
and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Departments (In consultation with other
departments), Approved by Timothy F. Geithner and François Gianviti(September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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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조건이 특정 지원을 조건으로 수원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고, 공여
기관과 수원국 간의 협력과 신뢰를 구축하면서 수원국의 발전을 위한 기본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이행조건: 공여국과 수원국 간 파트너십
최근 들어 국제금융기구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
하고 있다. 경제 개혁에 대한 수원국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외부에 의한 정책
권고는 제한된 정책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국 정부 내 개혁파를 지원하지만,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간섭하지 않으면
서 수원국 스스로 자국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원조
를 개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개혁을 강제하기 보다는 수원국 스스로 개혁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욱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조 수원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원조의 남용을 막고 정책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중요
한 조건들은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제금융기구가 원
조를 조건으로 수원국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듯이 수원국 역시 원조를 제공하
는 지원 기구들의 고유 임무에 반하는 목적으로 자원을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
한 안전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호 제한된 개입과 이행
조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각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국과 사안별로 협상하고 있으며, 다른 원조 제공 기관들과의 중복이나 충돌
을 방지하기 위해 공여기관들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원국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하
고, 과거 지나치게 많고 모호했던 정책 이행조건으로 인한 수원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화된 그러나 명확하게 명시된 이행조건에 우선 집중할 수 있
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해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조 프로그램
과 이행조건드의 집행 상황 역시 보다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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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조건: 수원국의 의지와 성과
이행조건을 통해 수원국의 원조의 효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는 공여기
관과 수원국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적이며 유연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공여국 입장에서 그
러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원국을 식별하는 기준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원국이 제시하거나 약속한 원조의
이행조건에 기초하기보다는 해당 국가가 과거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를 토대로
원조 규모나 제공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9)
만약 해당 국가가 이전에 경제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면, 그 국가
에 대해서는 대외 원조를 오용했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과거
의 정치적 부패나 자원의 오남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새로운
개혁 정부에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제금융기구가 해
당 국가들의 이전 성과를 평가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적용하지 않거
나, 과거 성과에 기반한 원조 결정을 내릴 때 주관성과 이중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선택적 원조(aid
selectivity)’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선택적 원조’에 대한 여러 시각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국가
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선택적 원조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과 같은 일부 취약국가들에게는 원조
가 개혁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는 논리로 상당한 규모의 원조가 오
히려 더 많이 제공되기도 했다. 물론 1998년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조건
부 원조가 실현되기 힘들다는 반증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8)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앞의 글.
29) J. Svensson, “Why conditional aid does not work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0: 381-402; Thomas, M. A. 2004. “Can the
World Bank enforce its own conditions?” Development and Change, Vol. 35, No.
3(2003), pp. 4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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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조건: 결과기반 차관(outcome-based lending)과 성과기반
차관(performance-based lending)
국제금융기구가 전통적으로 적용해왔던 사전적(ex-ante) 이행조건 준수 약
속 방식은 책무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원국
이 정책 개선과 개혁을 약속했다는 것에만 근거하여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되
고, 수원국들이 특정 정책을 채택하고 집행할 때 비로소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사후적(ex-post) 원조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정책기반차관을 대체하는 결과기반차관
(outcome- based lending), 혹은 성과기반차관(performance-based lending)
을 제안했다. 결과나 성과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원조의 성과는 정책에 대한 약
속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30)
[표 1] 결과기반 차관(outcome-based lending)의 목적


결과 이행 및 지속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인센티브 증대



정부 부문 프로그램의 효과 및 효율성 향상



제도적 발전 촉진



국가의 주인의식 지원



트랜스액션(이체) 비용의 절감



복수의 원조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개발 프로그램 사전 조정 및 협업 지원

source: ADB, Mainstreaming the Results-Based Lending for Programs, ADB Policy Paper
(August, 2019).

EU는 실제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를 비롯한 몇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성
과기반차관을 시험 적용한 바 있다. EU는 규제 완화나 민영화 등과 같은 정책
30) EURODAD (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Submission to the World
Bank/ IMF 2005 PRS Review 2005(June 8, 2005); EURODAD LETTER ON WORLD
BANK CONDITIONALITY(June 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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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사전에 규정하기보다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낮추는 사회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임을 천명했고 이에 따라 EU는 다른 다자,
양자 공여기관들과 함께 개별 정책의 실행보다는 개혁의 전반적인 성과를 기초
로 평가를 진행했다. EU는 부르키나 파소에 대한 성과 평가를 근거로 성과기반
차관의 장점을 강조했다. 성과기반차관을 매개로 해당 국가는 공여국들이 기대
했던 정책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개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했고, 원조에 대한
이행조건들 역시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과기반차관에 대한 비판도 물론 존재한다.31) 이들은 수원국의 사회
경제적 성과는 수원국 정부의 범위를 벗어난 결과일 수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
라서는 수원국의 통제 역량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거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정책집행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집행 여부보다 정책효과를 추적하기는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설령 정책효과가 나타나도 해당 정책
과 사회경제적 효과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방법론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세계은행 역시 성과기반차관 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성과기반차관
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성과와 관련된 준거 지
표를 계량화할 수 있고, 수원국이 통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수들의 식별
과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2)

(5) 이행조건: 공여국/기관 간 협력과 조정기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로 공여국/기관 간 협력과 조정기제를 들 수 있다. 공여
국과 공여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조 제공 기관들 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
31) C. Adam and J. Gunning, “Performance-Based Conditionality: A European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Vol. 32, No. 6(2004), pp. 1059-1070; C. S.
Adams, G. Chambas, P. Guillaumont, S. Guillaumont and J. W. Gunning,
“Performance-Based Conditionality: A European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Vol.32, No. 6(2004), pp. 1059-1070.
32) P. Mosley, J. Hudson and A. Verschoor, “Aid, Poverty reduction, and the ‘new
conditionality,” The Economic Journal, 114 (June 2004), pp. F217–F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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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 조정 기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세계은행은 The Rome
Declaration of Harmonization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각 공여기관의 이행조
건들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하면서 다수의 공여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
트 간 조화와 중복방지를 위해 관여하는 기관 간 조정을 요구한다. 공여기관들
간의 조정과 협력에 더해, 로마 선언문에서는 수원국의 경제개혁을 추진함에 있
어 공여기관들과 수원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이행조건을 간소화하면서
원조 제공 프로세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발협력 기구와 수원국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지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 요인들이 있다.33) 공여기관들은 각각
다른 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관들은 파트너십이 대규모 공여기관
들에 의해 주도되고 강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 이해를 반영한 파트너십이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수원국 정부가 자국민의
실제 이해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개발도상
국의 상당수가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권은 특정 세력에
게 유리한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전문가들은 공
여국과 수원국 간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참여의 확대가 개혁의 투명성을 강
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원조를 통한 수원국의 ‘민주화’ 요구는 자칫 공여국
과 수원국 모두 국내외의 갈등과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 또한 이
러한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3)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hips for poverty reduction:
changing aid conditionality,” Mime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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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가. 신규 회원국에 적용된 이행조건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다자간 국제금융기구는 국가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설립
되었다. 물론 회원국 각각의 사회경제적 과제는 상이하고, 지원이 필요한 영역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의 업무 역시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경우 치
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난 80년 동안 저개발국가들을 지원하면서
국제금융기구는 특히 자유시장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은행과 IMF는 수
원국들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수원국
경제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정부 보조금 폐지, 수원국의 경제구조를 개혁하
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방안,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의 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등을 망라하고 있다. 수원국들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함으
로써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확보되고, 이러한 ‘이행조건’들은
원조 패키지의 필수 요건이 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이행조건들은 회원국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
구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지만 많은 논란이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관점에서 이
러한 이행조건들은 공여기관-수원국 간 책임을 명기한 기준이 되지만, 수원국
의 입장에서는 국가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몇 수원국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자
국의 정치체제를 특정이념에 기반하여 재편하려고 시도한다고 비판한다. 이러
한 비판은 주로 권위주의체제 국가와 구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체제의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금융
기구의 이행조건과 정책 권고들이 자국의 정치체제를 약화시키려는 국제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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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한 ‘체제 전복’ 시도라고 의심한다. 국제기구들이 회원국에 비정치적이
고 순수한 기술적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을 대상으로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정책 권고들이 수원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
득하고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수년 동안 공여
기관과 수원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많은 타협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지하듯이 국제금융기구의 일차적 임무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장, 무역,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위기는 주변 국가들의 경
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은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두 기관의 설립 목
적은 수원국의 체제변화 혹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
들의 경제적 안정과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에 소
속된 많은 전문가들이 주로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자유주의적 친시장 정책을 지지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금융기구 자체가 특정 이념에 기반하여 저개발국가
들을 ‘서구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기구
입장에서도 수원국이 자국의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세계 경제 안정과 자
국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 국내의 다른 문제들, 예컨대 작은 부패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다소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는 업무 영역은 지나치게 넓고, 이에 비해 실제 지원 규모는 제
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기관의 고유 업무와 원조의 조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
시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업무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거나 혹은 반대로 엄
격하게 제한되었다는 두 가지 상반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는 보
다 실용적이고 비당파적 집행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도적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수원국의 경제 개혁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원국의 주인의식임을 강조한다. 개혁에 요
구되는 정책을 수행할 국가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국제금융기구로부
터의 정책 권고는 ‘외압’으로 인식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정책효과를 창출하지 못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MF와 세계은행은 성공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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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핵심으로 ‘국가 건설(state building)’과 ‘국가 자율성(state autonomy)’
을 강조한다.
국제금융기구가 수원국에 강조하는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 (1) 정부의 정
당성, (2) 정부 역량, (3) 제도적 역량이다. 무정부 상태에 처하거나 실패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금융기구가 달성할 수 있는 일차 과제는 최적기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후 점진적으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기구의 관리
역량 제고와 정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부는 법치에
근거하여 국민들로부터 승인받은 권위와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정부는 시민이나 무장 저항 세력 등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이 높고 정권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이 국가 전체에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는 정부는 또한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베트남이 취약국가로
분류되지 않고 여타 신흥 회원국의 모범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국가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과 공공부문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제도 구축과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이 국가
관리에 필수적인 이 세 부문의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구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다. 국제금융기구의 개입으로 수원국의 국가 관리 역량
이 훼손하기 보다는,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초적인 조건들을 강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포괄적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수원국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인정해 왔다.
국제금융기구의 또 하나 원칙은 장기지원에 대한 약속이다. 이전의 국제금융
기구는 즉각적인 필요에 대응하여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단기간 제공했다. 일반
적으로 수원국들은 원조의 이행조건에 따라 특정 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지원 프
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
구는 수원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소기의 기대한 바 성
과를 창출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국제금융기구는 지원 형태를 단기 프로젝트 지원에서 장기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단기간 내 급격한 구조조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수원국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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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맞춤형 차관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을 지
원하고 있다. 수원국의 산업화, 법적 투명성, 삶의 질 향상 등 종합적인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되, 국제금융기구와 수원국 간 구체적인 하위 정책목표를 설
정하고 수원국의 원활한 경제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가 설정한 또 다른 제도적 원칙은 유연하고 다면적인 협력이다.
이행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수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변화를 추적하고 관리함에 있어 보다 유연한 대응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수원국의 성과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은 신축적으로 재
조정될 필요가 있고, 일부 이행조건들은 비록 구속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수원국
의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하나의 준거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서비스의 대폭적인 삭감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으로 인해 사회
적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 권고 시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정책 권고가 강
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는 공여 기관 간은 물론 작은 규모의 사업들
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도 증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
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수원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하
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변화들이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들이 일정한 원칙 없
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행조건의 절대 수
도 줄어들고 있으며 이행조건을 협의할 때 수원국의 입장도 상당 정도로 반영되
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있다. 이행조건의 유연성 제고와 달리 한편으로
는 수원국의 성과에 대한 원조 제공 기관들의 평가도 더욱 엄격해지고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공여 기관들의 지원과 자원 배분의 기준이 성과 지
향적 접근으로 전환되면서 수원국들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
며, 수원국의 경제 현황과 지표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34)
34) A. Drehe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MF and World Bank
conditionality,” HWWA Discussion Paper 165(2002); J. W. Gunning, “The re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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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거시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나아가 환경, 의료보건, 노동,
법치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는 공여 기관들이 통계로 드러나는 경제 성장만으로는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후
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체제전환 경제에 적용된 이행조건
1990년대 초반 대규모 체제전환 이후 대부분의 구 사회주의국가들도 IMF와
세계은행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회원국이 되면 이들 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
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해외투자유
치를 위한 국가 신인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 자격 획득에 필요한 쿼터액 납부 등 최소한의 의무를 준수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전환 이전에는 국제금융기구는 친자본주의 편
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영화와 자유무역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권
고들이 사회주의경제체제와는 전혀 다른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한 비판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35) 또한 IMF와 세계은행의 주요
주주국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냉전 당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의 회원 가입을 거부할 때 상황을 지적하는 등 양 기관의 의사결정
이 미국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사회주의체제나 권위주의 국가가 IMF
와 세계은행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제약은 없지만, 실제 경제적, 정치
적 이유로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신규 가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던 점
을 부인할 수는 없다.
aid: Conditionality, selectivity and ownership,” Mimeo CSAE Oxford University
(2000).
35) P. Boone, “Politics and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 European Economic Review
40(1996), pp. 289-329; D. Dollar and V. Levin, “The increasing selectivity of
foreign aid, 1984-2002,”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29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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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체제전환국가들과 저개발국가들의 IMF와 세계은행
신규 가입이 증가했다. 신규 가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이들 국가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정치적 변화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당시 국제금융기구가 추구했던 신자
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친서방⋅친자본주의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
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혁 관련해서는 유연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가입
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저개발국가를 포함한 회원국의 시장경제의 확산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왔다. 경제 자유화를 거부했던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
가들도 국제금융기구의 시장경제 관련 정책 권고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예들 들
어, 중국은 가입 초기와 이후 세계은행과 IMF 미션단과 연례회의 등을 통해 자
국의 경제통계 작성 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베트남 역시 IMF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베트남전 당시 사망
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했고, 쿠바 또한 국제금
융기구가 권고한 민영화와 정부 보조금 축소와 같은 몇 가지 경제 개혁에 착수
했다.36)
그러나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에 있어서 신생민주화 국가들과 권위주의/사회
주의 정권을 유지하는 국가들 간에는 그 접근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로 형성된 CIS 독립국가연합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자유
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경제체제로 수용하면서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권고를
비록 수사적일지라도 채택하였고, 국제금융기구 또한 이들 국가들의 시장경제
로 전환과 경제자유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과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정책 권고를 매우 선별적으로 수
36) Ramón C. Barquín III, “Comparison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World Bank
Conditionalites and Cuba’s Economic Reforms of the 1990s,” Cuba in Transition.
ASCE(1996); Daniel P. Erikson, “Bridging the Gap: IMF and World Bank Membership
for Socialist Countries,” Cuba in Transition⋅ASC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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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왔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은행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세계은행의 정책 권고들은 의미는 있으나 적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통보했다.37) 이는 중국과 권위주의 체제를 대상으로 국제금융기구가
수원국의 국내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이슈임을 시사한다. 특히 중
국은 국제금융기구가 수원국의 인권 상황과 원조를 연계하는 시도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의 저항이 있더라도 국제금융기구들은 대체로 그들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해 왔다. 국제금융기구는 권위주의 정권이 역설적이지만 자국을
확실히 통제하고 있고, 일정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원국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갈
등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사회주의 정권들은 자국의 경제 관리와 현대화를 위
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누려왔으며, 개혁의 범위와 대상 역시 수원국의 정치
적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한편으로는 국제금융기구가 원조를 제공하면서 이중 잣대
를 적용한다는 비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비록 독재정권이라 할지라도 여타 저개발국가들이 급격
한 사회정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권고받은 것에 비해 자국 내 정
치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행조건만 부과되기도 한다. 이
로 인해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며 IMF와 세계은행
은 이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면서 이행조건 등을 재조정하기도 했다.38)

다. 저소득 스트레스 국가(LICUS)에 대한 이행조건
저소득 스트레스 국가(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LICUS) 개념
은 전 세계은행 총재인 James Wolfensohn이 2002년 태스크포스 연구진의 보
37) Devesh Kapur, John Prior Lewis, Richard Charles Webb, The World Bank: its first
half centu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p. 538.
38) Barquín III, 앞의 글; Erikson,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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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바탕으로 제안한 개념으로,39) 내전, 인종 간 갈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취약한 정책, 제도 및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들을 일컫는 개념이다. 세계은
행이 2005년 LICUS 국가로 분류한 나라는 29개국에 달하며, 이들 국가에 거주
하는 5억 인구 중 약 절반이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수준을 보이며, 유아 사망
률은 일반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ies, LIC)보다 3배 가량 높다고 집계
하였다.
국제사회는 LICUS 국가들에 대한 원조나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이들 국가들의 빈곤 문제는 영구히 지속되고, 이로 인해 해당 국가와 역내,
심지어는 세계적인 안보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원조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금융지원
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시도하고, 보다 나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LICUS 국가들은 취약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열악한 거버넌스로 인해 개발금융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
였고 많은 공여국과 기관이 원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문제는
낮은 성과로 인해 LICUS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이들 국가들은
자율적인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실패(state failure)’로
이어져 결국에는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상황이 초래
될 수 있다는 것이다.40)
이러한 인식하에 세계은행은 이들 LICUS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저소득
국가(LIC)들에 대한 지원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첫째, LICUS에 대한 지원 전략은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원의 목표에 있어 정책, 제도 및 거버넌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과 보건 및 교육 분야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두 목표는 다른
39) Karen L. Helgeson,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LICUS): A World Bank
Program’ (March 22, 2006).
40) P. Collier and N. Okonjo-Iweala, ‘World Bank Group Work in Low-Income
Countries Under Stress: A Task Force Report’ (World Bank, Washington D.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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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목표들에 우선한다. 셋째, 각 목표의 이행에 있어 전략의 채택이 중요하
며 금융수단과 지식전수는 유용한 협력 수단으로서, 특히 지식전수는 LICUS 국
가들에게 유용한 개발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LICUS 국가들에 대한 금
융지원의 형태는 상환이 요구되는 차관보다는 무상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41)
LICUS 국가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
계은행은 이들 LICUS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일종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
과 세계은행 내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LICUS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핵심원칙
⋅지속적인 협력(지원, 개입) 유지
⋅엄밀한 사회정치적 분석 전략 도입
⋅긍정적 변화를 위한 내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
⋅간단하고 실현 가능한 엔트리 레벨 개혁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메커니즘 탐색
⋅다른 공여국/기관과의 긴밀히 협력
세계은행 내 고려 요소
⋅분석 및 역량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제 및 분야 업무 예산과 기술지원
을 금융지원 규모와 분리하고 분석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LICUS 정부 내 경험이 풍부한 인력 배치 및 세계은행 내 LICUS 담당 인력에 대
한 인센티브 개선
⋅(LICUS 국가 대상 세계은행 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운용 정책 및
절차 재검토
⋅LICUS 국가의 국가전략 개발 및 이행의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의 본부와 지역사무
소에 대한 지원 제공
Source: 2002 LICUS Task Force Report, World Bank; 2003 LICUS Implementation Overview, World
Bank; 2004 Corporate Day Presentation, World Bank
41) Collier and Okonjo-Iweala,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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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 이후 북한은 이른바 ‘자생적 시장화’를 경험하고 있
다. 아래로부터 자발적 시장화는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
에 북한 내부에서 관찰되는 경제 변화는 향후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제금융 및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첫째, 중앙집권적 국가계획경제 체제의 약화 또는 붕괴 가능성이다. 이는 북
한 경제체제가 경직된 사회주의적 관료주의와 계획경제 메커니즘에서 ‘자본주
의에서 작동하는 ‘시장’ 기능과 특성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가 거시경제 관리라는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상
당한 정도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원 생산
과 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 권력의 약화와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는 국가와 기업
사이의 사회주의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영기업과 경제 부문의 점진
적인 분권화, 국가기업 경영 관리 방식의 변화는 향후 국영기업 및 공기업 개혁,
특정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일련의 사전 경험과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 셋째,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개인의 이익 추구
와 시장화가 확산됨으로써 중하위 직급의 관료들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심리
와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 식량난과 극빈 상태에서 비롯된 생존 메커니즘에서
발전한 ‘아래로부터 시장화’는 이제 북한 사회에서 더욱 구조화된 현상으로 발
전했다. 일반 주민들이 영리 목적 상거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사고
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맹아적 형성과 ‘노동시장’의
출현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시장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이러한 내부 변
화를 수용하고,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 기구와 협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친시장
정책과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오히려 북
한 정권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제 기제를 여전히 작동
하고 있으며, 시장화 국면에서도 다양한 주민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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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기 ‘강성대국건설’과 김정은정권의 ‘경제⋅핵 병진노선’은 의도한
목표가 무엇이었든 실물경제 개선보다는 정치군사력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
와 같은 국가 목표 설정은 국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북한
경제 회생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아래로부터 시장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
의 경직된 사회주의경제관리체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제한된 수준이나마 친시장 정책을 수용한
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시
장화 발전 과정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갖
는다. 현재 북한 경제 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특징, ‘시장’의 주요 수혜자
와 지지자, 그리고 시장 확대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미래 북한 개발협력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준비를 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응기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에 의한 억압기제와 통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은 북
한을 단순히 외부인의 시각에서 ‘실패국가’ 혹은 ‘취약국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
한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관리 기능의 약화에 따른 부패의 만연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패는 ‘공적 자원과 직위를 활용을 통한 사적 이익의
추구’로 정의할 수 있는데, 북한 내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통치를 가로막고 개혁의 장애가 될 것이다. 부패를 통해 기득권을 구축
한 세력은 향후 경제사회, 정치개혁에 대한 최대 저항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부패의 원인과 확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넷째,
이와 같은 국가 부문에 더해 사회분야에서도 일반 주민들 간 만연한 부패의식,
뇌물 수수에 대한 노출과 수용은 건전한 자본주의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
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의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장기간 축적되고 뿌리내린 일상의 경험과 관행을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
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적, 법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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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
의 이행조건에 대한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
반적으로 IMF나 세계은행은 저발전 상태에 있는 수원국에 금융지원을 제공하
면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해 왔다. 개혁에 요구되는 정책을 수행할 국가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정책 권고는 외압으로
인식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정책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 정부의 정당성, 정부 역량, 제도적 역량 등 세 가지 핵
심 요소를 강조해 왔다. 북한의 경우 ‘강성대국’ 구호 아래 경제발전에 대한 강
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주인의식’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다고 하겠
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시장화 과정에서 관찰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특징과
과거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체제전환 혹은 친시장 정
책의 추진은 정권의 권위와 정당성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북한은
정부의 역량과 제도적 역량이 매우 낮은 단계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 두 영역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을 이끌어내는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이 IMF나 세계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주주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 당국 간 ‘정치적 해결’은 모든
의제의 선결 조건일 수 밖에 없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한 쿼터액 납부 등 최소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IMF와 세계은행 미션단
과 재정 상황, 외환 보유액, 국가 예산 구성 등을 점검하는 연례회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국제금융기구가 권고하는 친시장 정책을 위한 경제개혁과 경제통계
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다행히 이 연구는 과거 국제금융기구들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금융지원 과정에서 이들 권
위주의 국가들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해 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국제금융기
구는 권위주의 정권이 역설적으로 자국을 확실히 통제하고 있고, 나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수원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초래하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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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권위주의 및 독재국가의 성격을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이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저소득 스트레스 국가(LICUS)에 대한 공여 기관들의 접근법과 전략은 북한
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한다. 북한은 비회원국이었기 때문에 LICUS 지원 대상
국이 아니었으나, 소득수준이 낮고 독재적인 통치 체제로 인한 취약한 거버넌스
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LICUS의 성격에 부합한다. 무엇보다도 LICUS의 속
성을 가진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국가실패(state failure)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LICUS에 대한 협력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세계은행의 인식은 북한에
게도 일면 기회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세계은행이 이전 LICUS 국가
들을 대상으로 수립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s)과 개발 전략은 북한에도 변용
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경제, 사회,
거버넌스 영역 분석, 경제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산업 발전 전략,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량 강화, 간소하고 실현 가능한 개혁 프로그램 수립, 전환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마련 등은 북한이 국제사회
와의 대립을 끝내고 개혁개방 정책이나 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금융기구들
이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제시할 이행조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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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id
Conditionality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Changyong Choi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yungyon Mo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 has maintained military and security tens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ver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even after the Kim
Jongun regime emerged.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various scenarios for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in North Korea. In this context, the study sought to analyze
the ‘aid conditionality’, which is prerequisite for financial aid to North Korea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IFIs). To this end, examined were the
definition of ‘aid conditionality’, the process of application, related policy
discussions and major issues. The present study also analyzed key principles
of conditionality proposed by the IFIs such as national ownership,
collaborations and coordination among the IFIs, clarification of the
conditionality and so on. On top of that, the study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major implementation conditionality such as partnership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willingness and past achievements of recipient
countries, cooperation and harmonization between donor countries/organizations.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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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se implementation of conditionalities applied to
developing countries, transition countries, and low-income stres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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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이기태 (통일연구원)

1. 들어가며
2.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관여 강화
3.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4. 나오며: 특징 및 한계, 시사점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고 있다. 일
본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추구하면서 유럽과의 안보협
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일본과 유럽의 안보협력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지금까지 유럽 국가 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국
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은 과거부터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다. 둘째, 중국의 해상활동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질
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된다. 셋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유럽-일본의 협력 강화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안보협력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유럽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추구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많
은 영향을 받았다. 즉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american first)에 따른 미국의 관여 축소의 우려 속에서 유럽과의 인도태
평양 안보협력을 추구하였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
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공통 목표 하에 미국의 적극적인 민주주의 국가 연
대 및 미국-유럽 협력구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
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대응 자
세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중국 자세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전히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경제관계를 고
려한 가운데 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
로 구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의 흐름
이 외교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 대 반(反)중국’의 구
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
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투명성,
개방성 등을 전제로 양 전략/구상에 적극적이고 선택적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 주제어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일본, 유럽, 안보협력

1. 들어가며
일본은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구상 제안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인도태평양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쿼드 국가(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력은 2021년 3월 최초의 쿼드 정상
회담(2021 Quad Summit)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일본은 아세안, 유럽, 태평
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들과의 인도태평양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에 관한 정책문서를 발표하
였다. 최근 나토 가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일 양국이 주장하는 ‘자유롭
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면서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
미 파견 혹은 2021년 중에 파견할 예정이다. EU는 2016년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 2016)’을 통해 규범외교 차원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적극적 관여 의사
를 밝혔다.1) 2020년 12월 미국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미
국-EU 양자 협력 의제 가운데 하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언급하였
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 개별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참여는 나토 동맹의 글로벌
역할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EU의 독자적 안보역량 강화와 위상
제고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와 달리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서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유럽 간 협력을 ‘인도태평양’ 협력 형태로 추진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전략개념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외
1)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EEAS), “Shared Vision, Common Action: A
Stronger Europe: A Global Strategy for the European Un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2 June 2016, https://eeas.europa.eu/archives/docs/top_stories/pdf/eugs_
review_web.pdf(검색일: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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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책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일본의 제안에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높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이 전략
개념에 찬성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세계 안보 트렌드가 되었다. 그 배경에
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 쇠퇴를 우려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이 가까운
장래에 세계의 정치,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2)
최근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와 더불어 일본 역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면서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1년 들어 일본과 유럽의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일본과 유럽의 안보협력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현재까지 유럽 국가 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은
과거부터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과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 경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특히 프랑스는 현재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와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함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해상활동 강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
된다. 게다가 코로나 19 및 홍콩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유럽 국가들의 불신
을 더욱 증폭시켰다.
셋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유럽-일본의 협력 강화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로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관여 약화를 우려하면서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는 미중전략경쟁 구도 하에서 유럽,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2) Cabinet Office(UK),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16 March 202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
chment_data/file/975077/Global_Britain_in_a_Competitive_Age-_the_Integrated_R
eview_of_Security__Defence__Development_and_Foreign_Policy.pdf(검색일: 2021. 5.
5); 秋元千明, 뺷復活! 日英同盟: インド太平洋時代の幕開け뺸, (東京: CCCメディアハウス,
202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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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의 대외전략 기조에 따라 계속해서 유럽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일본과 유럽의 안보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
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최근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일본과 유럽의 안보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
징 및 한계를 분석해서 한국정부에 주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협력을 다룬 연구는 일본 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쓰루오카 미치토(鶴岡路人)는 일본 내에서 가장 활발히 일본유럽 간 안보협력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영국, 프랑스의 안보 및
방위협력을 비교분석하고,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였다.3) 고로쿠 쓰
요시(合六強) 역시 최근 프랑스를 ‘인도태평양 파워’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
역 안정화를 위한 일본과 프랑스의 안보협력 강화를 주장한다.4)
국내에서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협력을 다룬 연구는 이기태,5) 전혜원6)
의 연구가 있다. 이기태는 아베 정부의 대영국 및 대프랑스 안보협력을 인도태
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혜원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 이후에도
2021년 현재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새롭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표
명한 국가들이 등장하였고,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3) 鶴岡路人, “日英, 日仏の安全保障⋅防衛協力: 日本のパートナーとしての英仏比較,” 뺷防衛
研究所紀要뺸, 第19巻 第1号(2016), pp. 147-178; 鶴岡路人, “イギリスの防衛外交⋅防衛関
与: 概念の変遷と ｢英軍ブランド｣,” 民間防衛外交研究事業 国別事例調査報告書(2018),
pp. 1-21; 鶴岡路人, “欧州のインド太平洋戦略: 大国間競争時代のEU,” 뺷外交뺸, Vol.
60(2020), pp. 126-131.
4) 合六強, “フランスの防衛⋅安全保障協力: 世界大の軍事ネットワークを土台とした危機管
理,” 民間防衛外交研究事業 国別事例調査報告書(2018), pp. 1-20; 合六強, “｢インド太平
洋パワー｣としてのフランス∼日本は地域安定化のためにさらなる連携強化を,” 뺷論評-RIPS’
Eye뺸 2021. 1. 26. https://www.rips.or.jp/rips_eye/2590/(검색일: 2021. 1. 27).
5) 이기태, “아베 정부의 대영국⋅대프랑스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네트워크 확
대,” 뺷정치정보연구뺸, 제22권 3호(2019), pp. 243-270.
6) 전혜원, 뺷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뺸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44, p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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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
장에서는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관여 확대를 설명한다. 먼저 중국
의 군사적 확장으로 인한 미중전략경쟁 격화라는 인도태평양의 안보전략환경
변화와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일동맹에 더해 다각적⋅다층적 안보협력 구축 차원에서 유
럽과의 안보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유럽의 인도태
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관여 강화 움직임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일본과 유럽국가, 그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한다. 그 동안 일본은 유럽 국가 중
에서도 영국, 프랑스와 ‘준동맹’에 가까운 안보협력을 진행해왔다. 반면 상대적
으로 독일, 네덜란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가 늦었지만, 최근 인도태
평양에 관한 정책문서를 발표하고 이 지역에 군함 파견을 발표하는 등 2021년
들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7)
IV장은 결론 부분으로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의 배경 및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압
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정책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2.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관여 강화
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전략환경 변화와 미일동맹 강화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중국
해에서 해상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尖
7)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함 파견은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에 큰 영향을 끼치
지는 않지만, 유럽 국가들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 분쟁 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해
서 양안 분쟁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높은 기준(higher bar)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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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諸島)를 포함하는 일본 영해에도 여러 차례 침범하고 있다. 2020년에는 111일
연속으로 센카쿠 제도 주변 접속수역에서 중국 해경선의 항행이 확인되었다. 이
것은 과거 최장 기록이었다. 중국 해경선은 일본 영해 내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
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21년 2월, 중국은 해상경비를 담당하는 해
경국(海警局)의 무기사용권한 등을 정한 ‘해경법(海警法)’을 시행하였다.8)
특히 중국은 준군사조직인 ‘해상민병’을 활용해서 그레이존(gray zone: 회색
지대)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중국의 해상민병은 해남도(Hainam Island, 海南島)
등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힘에 의한 해양지배 확대를 담당하는 준군사조직이다.
어민 혹은 퇴역군인 등이 구성원이지만 규모와 지휘체계 등 실태는 공개되지 않
고 있다. 해상민병은 중국 해군과 해경국의 활동도 지원하면서 선박의 무장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덴만에 위치한 동아프리카의 요충지인 지부티(Djibouti) 기지
에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지부티 기지는 중국
군이 2017년부터 기지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유일한 해외기지이며, 소말
리아만 해적 대처를 위해 파견하는 구축함의 보급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9) 현
재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운용 중이며, 2021년 4월에는 항공모함에 맞먹는 강
습상륙함도 취역시켰다. 향후 상선이 왕래하는 해상교통로(sea lane) 방어를 이
유로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을 인도양에 전개해서 지부티에 기항시킬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경제협력으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에 항만시설을 건설 중이
며 이러한 시설 역시 군사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10)
이와 같이 중국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국과 일본 간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중
국 문제 대응, 즉 미일동맹에 의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침에서 의견이 일치하
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자세에는 차이가 있다. 트
8) 茂木敏充, “日米印豪で中国の野望を封じる,” 뺷文芸春秋뺸, 第99巻 5号(2021), p. 142.
9) 지부티 기지는 평화유지군 운용의 명분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국가가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10) 뺷読売新聞뺸 2021. 5. 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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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미중 간 ‘양자’ 교섭으로 해결을 지향하는 자세라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을 포함한 ‘동맹국’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접근법을 중시하
고 있다.11)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국
제협조’와 ‘동맹국 결속’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거대경제권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항하
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협력틀을 구축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정상과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대화체 ‘쿼드’이다. 일본의 주창으로 2007년에 사무레벨 대화가 처음으로 시작
되었고, 2019년 뉴욕에서 최초의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후 연 1차례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2021년 3월 12일에 최초의 쿼드 정상회
담이 열렸다.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4
개국이 결속하고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항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및 기후변화대책 협력, 동남아시아 등 인도태평양 국가
들과의 연계에도 합의하였다. 4월 16일에는 스가(菅義偉)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정상회담을 가졌다.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안보에 더해
첨단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과제에 협력해서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외교의 기본적 틀로 규정지으면서 일본을 축으로
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냈다.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보의 기축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안보환경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미일동맹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일 양국은 ‘자유롭
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12)

11) 茂木敏充, 앞의 글, p. 141.
12) 정한범 외, 뺷2020 동아시아 전략평가뺸 (서울: 동아시아안보전략연구회, 2020),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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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다각적⋅다층적 안보협력 구축
일본은 2007년 아베 총리가 인도 국회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두 해양의 합
류(confluence of the two seas)’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함께
인식하는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이러한 생각을 구상으
로 발전시켜 케냐에서 개최된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VI) 기조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발표하였다. 이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국
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성장이 현저한 아시아와 잠재력
이 풍부한 아프리카라는 ‘2개의 대륙’과 자유롭고 열린 태평양과 인도양 ‘2개의
해양’의 합류에 의해 생성되는 역동성이며, 일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번영
실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13) 즉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
유롭고 열린 질서를 실현하고, 활발한 경제사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평
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구상이다.14)
일본은 스스로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동아프리카와 역사적으로 유대감이 깊은 인도 및 동맹국인 미국, 호주와의 전략
적 연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2016년 11월 인도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인도의 ‘액트 이스트
(act east, 동방정책)’를 연계시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주도하
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함께 열
린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
다. 호주와도 역시 2018년 11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연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5)
13) 外務省, 뺷外交靑書 2021뺸 (東京: 日経印刷, 2021), p. 26.
14) 茂木敏充, 앞의 글, pp. 142-143.
15) 外務省, 앞의 책,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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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 호주, 인도와 인도태평양 협력을 추진해 가는 동안에 아세안
(2019년 6월), 프랑스(2018년 6월), 독일(2020년 9월), 네덜란드(2020년 11월)
가 각각 인도태평양에 관한 정책문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2019년 6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 아웃룩(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은 법의 지배, 개방성, 자유, 투명성, 포섭성이 아세
안의 행동원리로서 규정되었다.16)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일본
의 존재감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전개한
다는 것을 외교 목표로 생각하였다.17)
일본은 2013년 각의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이하 ‘국가안보전략’)’에서 ‘적
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걸프전의 교훈’을 되살린 결과이다.
즉 일본의 국제공헌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활동반경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에서
보다 넓은 개념인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한 것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은 일본에서부터 미국, 아시아, 유럽 각국까지 연계의 바퀴를 넓히는 구상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주체적으로 공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
고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파트너로 규정하였
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
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글로벌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평화롭
고 번영하는 국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와의 협력을 포함해서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16) 外務省, 앞의 책, p. 27.
17) 田中明彦, “[特別インタビュー 安倍晋三]日本復活の礎となった日米同盟最強化,” 뺷外交뺸
Vol. 64(202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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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였다.18)
2018년 책정된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계획대강 2018’)에서는 자유롭고 열
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염두에 둔 다각적⋅다층적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
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질서의 안정을 위해 ‘2+2 회담(외교, 국방장관회의)’과 같은 공식
적인 제도를 활용하면서 보다 실천적인 공동훈련 및 연습, 방위장비 및 기술협
력, 양자관계와 연계된 제3국과의 협력을 추진한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유럽 국
가들 및 NATO 및 EU와의 협력 강화도 명기되었다.19)
이와 같이 아베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적극 협조하면
서 일본이 구상하는 국제질서를 구축 및 확대하려고 했다. 즉 일본은 국제질서
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일본 외교에서 미일동맹
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외교는
아세안, 유럽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및 북일, 러일, 중일관계 등 양자관
계를 관리 및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추진에서 일본은 인도, 호주, 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
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각 국가들과의 협력 틀, 그리고 아세안을 포함
한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동맹국 및 우호국의 안보 네트워크화를 추진해서 향
후에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20)
사실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질서의 불안정, 특
히 중국의 독자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아베 정부 시
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맞물려서 국제규범에 기반한 자유로
18) 内閣官房, “国家安全保障戦略(平成25年12月17日 国家安全保障会議⋅閣議決定),” 2013.
12. 17, p. 23, https://www.cas.go.jp/jp/siryou/131217anzenhoshou/nss-j.pdf(검색
일: 2021. 5. 5).
19) 防衛省, “平成31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8. 12. 18, p. 15, https://
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9/pdf/20181218.pdf(검색일: 2021.
5. 5).
20) 정한범 외, 앞의 책,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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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관여와 지속의 불확실성도 존재했다. 즉
일본 입장에서 중국 요인과 함께 ‘미국’ 요인, 즉 미국 관여의 불확실성이 더 큰
요인이며 미국의 변화 및 미래 행동의 향방이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
다.21) 게다가 일본의 ‘전방위 외교’의 전통은 미일동맹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다
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다층적인 안보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이
러한 점은 2013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 다각적⋅다층적 안보 네트워크 형성으
로 나타났고, 그 중 하나의 사례가 유럽과의 안보 네트워크 협력 강화이다.22)
2020년 출범한 스가 정부 역시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
을 위해 쿼드 국가들이 각자 주변국과 우호국과의 연결을 살려서 보다 많은 국
가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23)
일본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 인도태평양으로의
관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유럽 주요국이 군함을
파견하는 등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은 일본 주변의 엄중한 안보 환경 상황을 감
안했을 때 일본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홍콩의 민주화 탄압으로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럽을 일본과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은 유럽과의 관계를 재고찰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다. 미국에 대한 절
대 의존에서 벗어나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유럽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
장이다. 둘째, 미일관계 관리 측면에서 유럽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
부 출범과 함께 유럽과 미국의 관계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선제적으로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미일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24)
21) 백우열, 이기태, 이재현, 정구연, 뺷쿼드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9). p. 30.
22) 이기태, 앞의 글, p. 245.
23) 茂木敏充, 앞의 글, p. 144.
24) 아키야마 마사히로, “스가 정부, 관료 중심의 실리주의 노선 취할 것... 외교 키워드는 국제
공조,” 여시재 인터뷰, 2021.01.05.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73(검색일: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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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지역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장기적으로 활동 공간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
로 확대하려고 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군사 훈련을 포함한
안보 협력 대상을 인도, 호주, 아세안,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확
대하고 있다.25) 특히 유럽국가들과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 정보보호협정
을 맺고,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과 정부분야 협력을 포함해서 미일동맹을 기축
으로 하면서 유럽국가들과도 ‘다각적⋅다층적 협력’(방위계획대강 2018)을 추
진한다는 방침이다.

다. 유럽의 인도태평양 안보 관여 강화
유럽 외교는 원래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력으로 주도하고, 독일이 뒤에서 지원
하는 구도였다.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로 이러한 구도가 무너지면서 아직 유럽
외교의 재구축이 완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단지 영국이 이 지역과 이익관계에 있었고, 프랑스는
90%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일본과 미국이 인도태평양 개념을
주장한 후에도 유럽의 반응은 미진하였고, 특히 안보 면에서 이러한 개념이 사
용되는 것은 적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유럽의 인식에 명확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유럽은 2020
년 가을부터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EU 내에서 인도태평
양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배경에는 미중 간 패권경쟁의 격화와 코로나
19로 인한 대중인식의 악화가 있다. 중국의 해양진출이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
으로 등장하고, 중국기업에 의한 유럽기업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유럽에서도 중
국의 영향력 확대를 실감하게 된 것이다. EU는 2019년 3월 ‘EU-중국전략개관
25) 백우열 외, 앞의 책,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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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hina Strategic Outlook)’을 발표하고 유럽과 상이한 거버넌스 모델을
추진하는 중국을 ‘체제상의 대항자’로 규정하면서 경계심을 나타냈다.26) 게다
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영향력 확대,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에 EU는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
19 이후 중국이 전개하는 ‘마스크 외교’와 ‘전랑(戰狼) 외교’27)는 유럽의 대중
인식 악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동안 나토의 주요 위협대상은 구소련 및 러시아였지만, 공산당 지배의 중
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거
듭되면서 나토는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2019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논의하였고, 2020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러시
아와 더불어 ‘거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의 해양진출은 남중국해만이 아닌 동중국해
센카쿠 제도에도 해당된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
는 타이완에 대한 위협 및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홍콩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신장위구르, 티벳, 몽골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의 안보, 번영, 생활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
는 결정적 문제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호주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강화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자
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바꾸려고 한다면서 일본, 호주와 함께
협력해서 국제규범을 지키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21년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
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즉 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여 중국을
26) European Commission, “EU-China Strategic Outlook: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 21-22 March 2019 https://ec.europa.eu/
info/publications/eu-china-strategic-outlook-commission-contribution-europeancouncil-21-22-march-2019_en(검색일:2021. 5. 5).
27) ‘전랑 외교’는 중국의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강한 힘을 과시하는 공세
적인 외교 전략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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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존재하며, 군비확대를 추진
하는 중국의 위협에 미국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들어 EU는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안보 분야 협력을 주요 축으로 하는 전략의 개
요를 4월 19일에 결정하고 9월에 전략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28) EU가 인도태
평양의 공통전략을 책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략 개요에서 디지털망 정비, 통
상 협력 항목과 함께 기술이 구체적인 부분은 안보 분야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해군과의 공동훈련, ‘유럽 해군에 의한 프레젠스(존재감)’의 중요성을 언
급하면서 가맹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함선을 파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민주
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 중시와 같은 가치관에 기반해서 지역 안정과 번영에 ‘정
치적 관여’를 하겠다는 의지도 명기하였다.29)
특히 주목할 점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주장하는 미일호인 4개국(쿼
드)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규칙 기반 질서, 보편적 인권
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에서 협력의 중심축이 일본인 것
이다. EU는 2021년 1월 EU 외상이사회에 일본 역대 외무상 중에 처음으로 모
테기 외무상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고, 모테기 외무상에 따르면 EU 외상이사
회에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고, EU 각국 참가자들은 이 구
상을 지지하거나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이다.30)
하지만 EU 전략 개요에서는 중국과 경제면에서 협력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2020년 중국은 EU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2020년말에는 EU와 중국
이 투자협정 체결에 거의 합의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확장정책에 경계를 나타내
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세계 공통의 해양 규범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군함정을 파견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
28)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EEAS),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19 April 2021, https://eeas.europa.eu/sites/default/files/eu-indo-pacific_
factsheet_2021-04_v.5.pdf(검색일: 2021. 6. 13).
29) 뺷読売新聞뺸 2021. 4. 21, p. 6
30) 茂木敏充, 앞의 글,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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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흑해 등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등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미래에 유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표 1] 유럽 각국의 아시아 안보 관여 강화 움직임
국 가

시 기
2015년 1월

내 용
제1회 영일 외교⋅국방장관회담

2016년 10∼11월 항공자위대와 영국 공군이 합동훈련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EU

2018년 4월

해상자위대와 영국 해군이 합동훈련

2018년 8월

영국 해군이 ‘항행의 자유작전’ 실시

2018년 9∼10월

육상자위대와 영국 육군이 합동훈련

2019년 3월

해상자위대와 영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환적’ 확인

2021년 4월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인도태평양 지역 파견 발표

2020년 11월

네덜란드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020년 9월

독일 정부 ‘인도태평양지침’ 결정

2021년 4월

제1회 독일 외교⋅국방장관회담

2014년 1월

제1회 프일 외교⋅국방장관회담

2018년 2월

해상자위대와 프랑스 해군이 합동훈련

2018년 6월

프랑스 정부 ‘인도태평양에서의 안전보장’ 발표

2019년 3월

유럽위원회 ‘EU-중국 전략 재검토’ 책정

출처: 뺷読売新聞뺸 2020. 12. 31, p. 8.

3.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가. 일본-영국 안보협력
2021년 3월 16일 영국 정부는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의 지침인 ‘통합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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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를 발표하였다.31) 통합검토보고
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가전략의 중심을 인도태평양에 두는 것을 내세웠다는 점
이며, 이것은 냉전 이후 최대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며 유럽을 이탈해서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을 내세우는 영국이 자국 발전을 위해 인도태
평양을 가장 중시하고 이 지역에서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
고 있는 것이다.
지침은 인도태평양을 ‘지정학상 경쟁의 중심’으로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 ‘경
제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영국의 경제안보의 최대 국가적 위협’이라고 정의하였
다. 무엇보다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도록 한 영국의 약속을 어기고 민주
파를 구속한 중국에 대한 반발의 표현이었다. 2016년까지 지속된 캐머런(David
Cameron) 정부에서 ‘황금시대’로 불렸던 영국과 중국 관계는 변하고 있다. 현재
존슨(Boris Johnson)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파는 인권 등 가치관을 중시한다.
즉 영국 정부의 새로운 국가전략은 ‘인도태평양으로의 관여 확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미일호인 4개국의 안보협력체제인 ‘쿼드’ 참가 의
욕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침은 일본을 ‘가장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정
의하였다. 영국과 일본이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관과 ‘자
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이라는 전략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인도양에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 현재 미국이 조차해서 군사
기지로 사용 중)를 영토로 소유하고 있고, 영연방가맹국인 싱가포르, 호주, 말
레이시아, 뉴질랜드와 다자 간 군사동맹 시스템(Five Powers Defense
Arrangement: FPDA)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중국의 남중국해를 향한 해양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태평양 해역에 퀸 엘리자베스급(HMS Queen
Elizabeth) 항공모함 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항공모함 전대는 2021년

31) Cabinet Office(UK),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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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순에 포츠머스(Portsmouth)항을 출발해서 인도와 싱가포르에서 기항한
후, 남중국해를 통과해 빠르면 7월에 일본 사세보(佐世保) 혹은 요코스카(横須
賀)에 입항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이외에도 구축함 2척, 대잠호위함
2척, 잠수함으로 구성되며, 미해군 구축함과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이 함께 할
예정이다. 항공모함에는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인 F-35B가 탑재될 예정이며 미
해병대의 F-35B도 포함될 예정이다. 즉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인
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해서 미일과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며, 영국 항공모함의
이 지역으로의 파견은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 이후 8년만이다. 존슨 총리는
항공모함 전대 파견 발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해
군 자산을 더욱 배치하고, 해상교통로를 지키겠다”고 강조하였다.32) 이러한 항
공모함의 전개는 영국과 미국이 사실상 주도하는 NATO군이 전개된다는 의미
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영국은 인도태평양에 본격적인 관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영국과 일본은 ‘제2의 영일동맹’ 시기로 불릴 정도로 경제, 안보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일본을 방문한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영일은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자연스러운 동맹국’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후 영국 정부는 일본을 ‘동맹국’이라고 부른다. 영국과 일본은 정식적으로 동맹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시기 영일동맹
하의 긴밀한 관계를 상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은정은 이러한 영국, 일본
의 상호 접근은 먼저 현 정세 상 양국의 전략적 필요가 합치한 결과라고 설명한
다. 즉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 너머의 세계 전략이 필요한
영국과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아시아 너머의 세계 전략
이 필요한 일본의 만남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일 양국이 섬나라라는 지리
적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할 수 는 없다는 설명이다.33)

32) 뺷産経新聞뺸 2021. 5. 4, p. 2.
33) 조은정, 뺷영국의 포스트 브렉시트 외교⋅안보 전략구상과 시사점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
구원, 2020),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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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영일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이 발효되면서 2020년 말 EU로부터 완전 이탈한 영국은 일본과의 경제연
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참가를 표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영국의 존재감을 강화하려고 한다.
2021년 2월 3일 개최된 2+2회의에서도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긴
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무력으
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데 일치된 의견
을 표명하였다. 영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
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스스로 제거한다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일본과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의 발전방향을 예상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모함 탑재형 F-35B의 상호운용성 협력이다. 퀸 엘
리자베스와 일본의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와 ‘카가’ 모두 F-35B를 탑재함에 따
라 비록 함선 구조 등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 운용상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F-35의 정비거점은 일본 및 호주에만 있기 때문에
영국의 항공모함이 인도태평양에 전개할 때 자동적으로 일본과 호주와의 협력
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분야 협력 면에서 영국이 참가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일본의 참가 가능성이다. 2020년 12월 발표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Armitage-Nye Report)에서는 일본의 식스 아이즈(Six Eyes) 참가를 위해 미
국과 일본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 하지만 일본 내 전문가 중에는 참
가보다는 연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35)
34) Richard L. Armitage,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in 2020: An Equal
Alliance with a Gobal Agenda,” 7 December 2020, https://csis-website-prod.s3.
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01204_Armitage_Nye_US_Japan_Alliance_
1.pdf(검색일: 2021. 6. 13).
35) 鶴岡路人, “ファイブ⋅アイズと日本: 参加より連携を.” nippon.com, 2020. 11. 26.
https://www.nippon.com/ja/in-depth/d00654/(검색일: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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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국은 프랑스 및 독일과 달리 아직 구체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한 공식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에서는 인도태평양 관여를 요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지만, 여전히 영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여
형태를 둘러싼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추측된다. 영국은 EU 가맹국인
프랑스, 독일과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홍콩을 포함한
중국정세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 예정된 NATO신전략개념 갱신에 맞춘 정책형
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36) 하지만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전대의 파견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영국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과 영국 간 안보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일본-프랑스 안보협력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국가는 프
랑스였다. 프랑스는 2014년 이후 ‘프랑스와 아시아태평양의 안보(Fran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라는 책자를 발표하였고,37) 2018년과 2019년에
는 외무성과 군사성이 보다 상세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책정하였다.38) 또한 마크
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의향을 나타내면서 프랑스를 ‘인도태평양 파워’라고 주장하였다.39)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파워’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지역에 150만명의 프랑스
국민이 거주하는 해외영토와 세계 최대 규모의 EEZ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양과 태평양에는 프랑스 해외기지가 있으며 약 7,000명의 병력이 주
36) 長沼加寿巳, “8年ぶりの英空母によるインド太平洋展開: 知られざる日英防衛協力の一場面
を辿って,” 뺷NIDSコメンタリー뺸, 第146号(2016), p. 5.
37) Ministère de la Défense. “Fran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June 2016.
https://www.defense.gouv.fr/content/download/261113/3194598/file/PlaquetteAsie
Pacifique2014ENBD.pdf(검색일: 2021. 3. 31).
38) Le Ministère des Armées. “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June 2018.
https://www.defense.gouv.fr/layout/set/print/layout/set/print%20/content/downl
oad/532754/9176250/version/2/file/France+and+Security+in+the+Indo-Pacific++2018.pdf(검색일: 2021. 3. 31).
39) 合六強,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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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당사자로서 관여하고
자 하는 당위성을 나타낼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
프랑스의 관여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
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대립과 다자
주의의 약화에 따라 전략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북한,
테러, 기후변화 등을 위협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거점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해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는 국제위상 강화라
는 안보적 필요성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안보협력이 눈에 띌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
2014년에 시작된 2+2회담을 통해 안보협력범위는 확대되었고, 지금까지 방위
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였다. 또한 자
위대와 프랑스군이 실시하고 있는 훈련 및 연습도 대잠전과 같이 보다 실천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미국, 영국, 호주 등을 포함한 다자간 형태로 진행되고 있
다. 2020년 일본을 방문한 프랑스 해군참모총장은 미일호인의 쿼드 공동훈련에
프랑스가 참가한다는 의향을 나타내었고, 2021년 5월 15일에는 낙도방위 및 탈
환을 상정한 미일프의 훈련이 실시되었다.40) 특히 미일프 공동훈련은 태평양이
나 인도양이 아닌 일본 영토 내에서 육상자위대(일본), 해병대(미국), 육군(프랑
스)의 기동훈련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마크롱 정부는 2021년 2월, 공격형원자력잠수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모토키 외무상은 2021년 3월 2일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가 현재 일본 주변 해역에서 경계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라고 언
급하였다. 프랑스 호위함은 2월부터 북한이 해상에서 물자를 옮기는 ‘환적’ 행
위를 감시하고 있다. 환적 감시 활동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기반한 활동

40) 合六強,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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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독일 역시 2021년 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호위함을 파
견해서 환적 감시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41) 이러한 활동은 유럽의 인도태평
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다.
2021년 4월 5-7일, 프랑스 해군이 주도하고 해상자위대와 미국, 호주, 인도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해상공동훈련 ‘라 페루즈(La Perouse)’42)
가 벵골만에서 실시되었다. 프랑스는 강습상륙함 등 2척,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아케보노(あけぼの)’가 참가하면서 대공전 및 해상보급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
다. 훈련 종료 후 프랑스의 2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해서 남중국해 항행을
포함해서 일본으로 향하였다.43)
이처럼 일본은 프랑스와의 공동군사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
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해상 진출에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와 같은 UN의 대북제재 활동에 대한 공동 참
여라는 안보협력 분야 및 네트워크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44) 이와 같이 프랑
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국가인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일본-독일, 네덜란드 안보협력
2005년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취임 이후 독일은 중국으로의 접근을
강화했다. 2016년에는 중국이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등장하였고 양국관계는 ‘밀
월’ 관계로 불리었다. 독일의 대중 자세가 변화한 것은 중국의 코로나 19 대응과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해 국내에서 비판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특히 독일은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에서 인권문제에 민감하다.
41) 2018년 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를 결의하
였고,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이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에
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즉 불법환적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2) ‘라 페루즈’ 훈련은 2019년에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참가로 처음 실시되었다.
43) 뺷産経新聞뺸 2021. 4. 6.
44) 이기태, 앞의 글,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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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은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
게 드러내면서 친중국 외교 자세의 궤도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2020년 9
월,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을 주장하는 외교전략 ‘인도태평양 지침’을 발표하
고, ‘아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은 증대했고, 향후 국제질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45)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 원
칙은 ‘다자주의’로서, 특히 EU와 ASEAN의 협력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46)
또한 대아시아 외교의 원칙으로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 ‘보편적 인권’ 등을
열거하면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자세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강화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2021년 3월 22일, 군사와 테러에 관한 기밀 누설을 방지하는
‘일독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정보보호협정은 안보상 기밀을 양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엄밀히 관리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엄중한 관리 및 보전을 상호 의
무로 부여함으로써 방위장비 기술 등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쉽게 한다. 일본은
2019년 2월 아베 총리와 메르켈 총리 간에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전반적인 합의
를 보았고, 사무 레벨에서 조정을 계속해왔는데, 미국, 프랑스, 호주 등에 이어
9번째로 독일과 이 협정을 맺게 된 것이다.
일본과 독일 양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양국 최초의 외교⋅국방장관회담
(2+2회담)을 진행하였다. 일본이 유럽과 2+2회담의 틀을 갖는 것은 영국과 프
랑스에 이어 독일이 세 번째이다. 독일은 2+2회담에서 해군 구축함을 인도태평
양 지역에 파견하는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함선은 8월초 독일을 출항해서 북
한이 해상에서 타국으로부터 물자를 받는 ‘환적’ 감시활동에 처음으로 참가하
고, 남중국해 항행, 일본 기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45) Auswärtiges Amt(독일 외무부), Leitlinien zum Indo-Pazifik: Deutschland – Europa –
Asien: Das 21. Jahrhundert gemeinsam gestalten, (Berlin: Auswärtiges Amt, 2020).
46) Auswärtiges Amt(독일 외무부), 앞의 책,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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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갖고 있지 않으
며 해군의 규모도 작다. 따라서 일본측에서는 자위대와 독일군의 협력은 안보
측면보다도 외교적인 의미가 크다라는 지적도 있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이 함선을 파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대응이며, 과거에 친선목적의 파견은 있었지
만 안보 색채가 짙은 형식은 처음인 것이다.
또한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지리적인 거리는 물론,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
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등 다자주의 틀 속에서만 적극
적인 대외활동이 가능한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48)
또한 독일의 반중국 자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있는 독일
경제 입장에서 중국시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상품수출과 기술협력
등 여러 경제협력 분야에서 중국은 독일에게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메르켈 총리는 EU의장이었던 2020년 12월 EU와 중국의 투자협정을 합의
로 이끈 적이 있다. 따라서 독일은 정치와 분리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계속해서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네덜란드는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2020년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이
드라인(Indo-Pacific: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을 책정하였다.49) 가이드라인에서 인도태
평양에 대해 남중국해에 대한 관여 강화와 해양안보 촉진에 협력하며, ‘법의 지
배’를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적극 관여한다는 방침을 나타내었
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해군은 2021년 5월말에 호위함 에버튼스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하고,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합류해서 태평양에서 해상자
47) 뺷読売新聞뺸 2021. 4. 14, p. 7.
48) Felix Heiduk, Gudrun Wacker, ‘Vom Asien-Pazifik zum Indo‑Pazifik Bedeutung,
Umsetzung und Herausforderung,’ SWP-Studie(2020), p. 40.
49)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Indo-Pacific: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 13 November 2020,
https://www.government.nl/documents/publications/2020/11/13/indo-pacific-gui
delines(검색일: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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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와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행의 자유’를 과시하기 위해
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추진 중인 남중국해를 항행할 것으로 전망된다.50)
이와 관련하여 스가 총리는 2020년 12월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
의 전화회담을 통해 네덜란드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
하면서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향해 연계해 나가는데
합의하였다.51) 네덜란드는 아직 영국, 프랑스, 독일에 비해 독자적으로 일본과
구체적인 안보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의 항공모함 전대 파견에 동
참하는 형태와 같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과의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4. 나오며: 특징 및 한계,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일본 정부는 미일동맹의 중요성과 인도태평양 실
현을 향한 연계 강화의 확인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단, 코로나 19 상황에
서 국내문제에 힘을 쏟아야 할 미국은 향후 동맹국에게 더욱 많은 방위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방위부담의 분담은 유럽 및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이 정면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도 미국 동맹국 간 연계강화는 인도태평
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일본은 유럽과의 협력관계를 최근 다각화, 다층화하고 있는 안보협력의
중요한 기둥으로 인식하면서 일본과 유럽 모두에게 중요한 미국, 호주,52) 인도
등과 유연하고 다층적인 안보체제를 만들어서 쿼드를 포함한 체제 공유국 간 연
계를 주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에 공헌하려고 한다.
50) 뺷産経新聞뺸 2021. 4. 14.
51) 外務省, 앞의 책, p. 30.
52) 호주는 비록 유럽국가는 아니지만 2020년에 호주군과 자위대의 상호방문과 공동훈련 시의
법적 시스템인 ‘상호접근협정(The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체결했을 정도로 ‘준
동맹’ 관계로 발전하였고, 호주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의 안보협력 관계가 매우 높다
는 점에서 향후 일본-호주-영국-프랑스의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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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안보협력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대유럽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추구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관여 축소 우려 속에서 유럽과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을 추구하였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공통 목표
하에 미국의 적극적인 민주주의 국가 연대 및 미국-유럽 협력구도와 함께 적극
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아래 일본과 유
럽의 안보협력 체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유럽 국가 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은 과거부터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는 과거 대항해 시대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동인도회사와 같은 식민지 경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고, 영일동맹, 삼국간섭과 같이 러시아의 남하 견제
및 일본의 팽창 억제와 같이 일본과 어떠한 형태든 지정학적 관계를 맺은 국가
들이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와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인
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매우 필수적인 상황이다.
셋째,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중국 대응 자세에서는 유럽
국가들 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영국은 아시아 지역 관여 증대가 동맹
국에 대한 안심감과 적에 대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군사력에 의한 억지를 중시하
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독일은 2+2 회담에서 일본측이 해경법을 포함
한 중국의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발표문에는 독일측이 일본의
우려사항에 대해 동의했다고는 표기되지 않았다. 독일측이 중국을 자극하는 표
현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들 간에 대중국 자세에서 차이가 나
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전히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EU는 2020년 12월 유럽과의 투자협정체결에 대체로 합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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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경제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중국을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53)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역시 명확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명
확한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보고서’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단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1장짜리로 정리된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상세한 내용은 아
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 등 국내정치문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스가 정부는 아베 정부와 달리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군
사적 부상과 함께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즉 군
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지역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
과 유럽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이기 때문에 경제면에서 협력한다는
기조에는 큰 변함이 없다. 이러한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
민해야 하는 일본과 유럽 사례를 참조하면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
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
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54) 특히 국제질서의 흐름이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 대 반(反)중국’의 구도로 가고 있
다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투명성, 개방성 등을 전제로 양 전략/구상에 적극적이고
선택적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안
53) 2021년 5월 4일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협정 비준 노력을 일시적으
로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EU가 제재
를 주고받은 상황이 협정 비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뺷조선일보뺸 2021. 5. 6,
p. 16.
54)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국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언급과 함께 2020년
9월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을 찾고
제3국 시장에서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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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분야 등의 국제규범 구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참여가 늦어진다면 그 만큼 국제규범 구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의 한일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유럽,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
자주의 협의체에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동관심사에 협력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높은 경제 교류 및 상호의존에
비해 안보 분야 다자협력체제가 부재하다.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NATO 논의도
존재하지만,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다자안보체제는 한국이 참여할 수 없다. 따
라서 일본과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로 기대하는 아세안의
ARF 경험을 살린 다자안보협력을 다시 한 번 모색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아세안을 중시하는 다자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협력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 방
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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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Europ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Lee, Kita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cently, European countries deepen engagement on the Indo-Pacific.
Japan as well advocate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FOIP) while
expanding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EU. The background behind
broaden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Europe for the
Indo-Pacific region is as follows.
First, the U.K.,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 from the past signal
thei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Second, China’s increasing military
presence in the Indo-Pacific is perceived as assertive. Third, the U.S. has
sought to strengthen U.S.-Europe-Japa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urope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as follows.
First, Japan’s pursuit of partnership with Europe in the region has been
largely affected by U.S. foreign policy. Japan promotes active political
cooperation with the U.S. as the two share the common objective of keeping
China in check in a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hile purs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Europe in the
Indo-Pacific amid concerns over the U.S. less engaged in the region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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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rump’s “America First”.
Second, European countries take a different approach when dealing with
China while seeing it as being a greater threat with China’s growing military
power causing instability in the region because their economic ties with
China remain important, having difficulty responding to China on security
issues.
South Korea has not yet shown its opinions on the U.S.-Japan led FOIP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fact that almost all
fields including international security,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divide international orders into pro-China and anti-China is too heavy a
burden for a country pursu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it should seek to engage in both strategies actively
and selectively based on transparency and openness given China’s role for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including denuclearization.
Key Word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Japan, Europe,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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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박주희 (고려대학교)

1. 서론
2. EU의 사이버제한조치
3.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시사점
4. 결론

한국은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 2011년 농협전
산망 장애, 2013년 3.20 전산 대란, 2014년 한수원 해킹 등의 사이버오퍼
레이션을 북한에 귀속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오
퍼레이션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대응조치 등과 같은 국제적 대응을 취한
바 없다. 한편 2020년 미국과 영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을 러시아의 행위로 귀속하였으나,
우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이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에 대
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차례 타국으로부터
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
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를 대상으로 악
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의 사이버안보 역량 내지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잘못 전
달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리를 겨냥한 악의적 사이버오퍼
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변화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의 사이버제한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중 공동 응수로 볼 수 있는데, 응수
(retorsion)는 또 다른 국제법상 대응인 대응조치와 비교하여 대응에 있어
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
한 대응으로서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와 같이 공동으로
취해지는 응수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을 소개 및 평가
하고 한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응수, 대응조치, 귀속, 제재, 제한조치,
사이버안보

1. 서론
타국이 수행하는 또는 타국이 지원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직면하였
을 때,1)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국가간의 관계는 국제법에 의해 규
율되므로 국제법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대응으
로는 대응조치나 자위권 행사 등이 언급된다. 그러나 그동안 경험해온 사이버오
퍼레이션의 수준이 UN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사용 수준에 이르지 않는 소위 ‘저
강도’(low-intensity) 수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까지 타국에 의한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또한, 대응조치를 취한 사
례 역시 제한적이다.2) 이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국가들 사이
의 공통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UNGGE 등 UN차원
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국가들은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점에
는 합의를 이루었으나,3)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귀속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국제의
무를 위반하는지에 관한 한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대응조치를 취하
1) 본 연구에서 ‘사이버오퍼레이션’(cyber operation)은 사이버공간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이버역량의 이용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군사적 목적 등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이버역량의 이용으로 한정되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작전’으로 번역할 경우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을 위한 사이버역량의 이용
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영문음을 그대로 표기
하여 ‘사이버오퍼레이션’이라 칭한다. Michael N. Schmitt (ed.),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564.
2) 더욱이 국가들은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였을지라도 그러한 대
응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미국은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社에 대한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귀속한 후 그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장소와 시간에 비례적으
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나흘 후인 2014년 12월 23일 북한의
인터넷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례는 북한의 소니픽처스社 해킹에 대한 미국
의 대응조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사례가 미국의 대응조치 인지 여부에 대하
여 언급하기를 거부하였다. The White House, “Remarks by the President in Year-End
Press Conference”, December 19, 2014; The New York Times, “North Korea Loses
Its Link to the Internet”, December 22, 2014; The Guardian, “North Korea calls
Obama a ‘monkey’ as it blames US for internet shutdown”, December 27, 2014.
3)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70/174 (22 July 2015), para. 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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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오히려 또 다른 국제위법행위를 범하게 되고, 국가간 관계의 긴장만 확
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9년 7월 DDoS 공격에서부터 최근 COVID-19 백신 정보를 얻기 위한 한
국 제약사 해킹 사례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국가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4) 그러한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적절한
국제적 대응을 해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겨냥한 악의적 사이버오퍼레
이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
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다
변화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차원에서 공동외교대
응으로 추진되는 사이버제한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7월 EU는
2017년 WannaCry 랜섬웨어 사건 등 일련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연루
된 6명의 자연인 및 3개의 법인⋅실체⋅단체에 대하여 최초로 제한조치를 부과
하였다.5) 6명의 자연인에는 중국인 2명과 러시아인 4명이 포함되었고, 3개의
법인⋅실체⋅단체에는 1개의 중국 법인, 1개의 북한 법인, 그리고 러시아 GRU
소속 한 부대가 포함되었다. 2020년 10월 22일에는 2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GRU 소속 한 부대가 제한조치 목록에 추가되었다.6) 이러한 제한조치는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Cyber Diplomacy Toolbox)의 다섯 가지 조치들 중 하나이
다.7)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에 따른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EU의 27개 회원국
4) Microsoft Official Blog, “Cyberattacks targeting health care must stop”, November
13, 2020,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20/11/13/health-carecyberattacks-covid-19-paris-peace-forum/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5)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amending Decision (CFSP)
2019/797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cyber-attacks threatening the
Union or its Member States, OJ L 246, 30.7.2020, pp. 12–17.
6) Council Decision (CFSP) 2020/1537 of 22 October 2020 amending Decision (CFSP)
2019/797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cyber-attacks threatening the
Union or its Member States, OJ L 351I, 22.10.2020, pp. 5–7.
7) 2017년 6월 EU이사회는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EU공동외교대응 프레임워크에 관한
EU이사회 결론’(Council Conclusions on a Framework for a Joint EU Diplomatic
Response to Malicious Cyber Activities, 이하 ‘EU사이버외교툴박스’)을 채택하였다. EU
사이버외교툴박스는 제2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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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외교적⋅정치적⋅
경제적 대응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대응은 국제법상 ‘응수’(retorsion)로 볼 수
있는데, 응수는 앞서 언급한 대응조치에 비하여 대응에 있어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의 제한조치를 소개하고 한국의 사
이버위협 대응에 있어서 이러한 EU의 공동외교대응 체계가 갖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가 타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대응의 선택지와 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가능한 대응의
선택지를 한국의 현실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EU의 사이버외교
툴박스의 다섯 가지 조치 중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EU의 대응을 살핀다. 제3장에서는 EU의 사이버제한조치를 국제법적으로
평가해보고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응수’로
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갖는 대응 전략적 가치를 ‘대응조치’와의 비교를 통
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을 종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EU의 사이버제한조치
가.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
EU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2015년 2월 “EU와 EU회원국
들이 EU의 정치적⋅경제적⋅전략적 이익을 촉진하는 일관된 국제 사이버공간
정책을 통해 사이버공간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확언하는 ‘사이버외교에 관
한 EU이사회 결론’(Council Conclusion on Cyber Diplomacy)을 채택하였

Conclusions on a Framework for a Joint EU Diplomatic Response to Malicious Cyber
Activities (“Cyber Diplomacy Toolbox”), Brussels, 19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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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EU의 사이버외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7년 6월 EU이사회는 ‘악
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EU공동외교대응 프레임워크에 관한 EU이사회 결
론’(Council Conclusions on a Framework for a Joint EU Diplomatic
Response to Malicious Cyber Activities, 이하 ‘EU사이버외교툴박스’)을 채
택하였다.9) EU사이버외교툴박스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EU이사회는
2017년 10월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EU공동외교대응 프레임워크를 위한
이행 가이드라인’(Implementing guidelines for the Framework on a Joint
EU Diplomatic Response to Malicious Cyber Activities, 이하 ‘EU사이버외
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10)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EU사이버
외교툴박스의 조치로서 ‘예방조치’, ‘협력조치’, ‘안정조치’, ‘제한조치’, 그리고
‘회원국의 합법적 대응 지원’이라는 다섯 가지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 조치들은
악의적 사이버활동을 방지하거나 그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외교적⋅
정치적⋅경제적 대응이다.11) 이하에서 각 조치를 간략히 설명한다.
첫째, 예방조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예방을 위해 취해지는 EU 차
8)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Conclusions on Cyber Diplomacy, Brussels,
11 February 2015. EU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비공식적으로 ‘the
Council’로도 일컬어지며, 각 EU회원국의 각료(장관)들이 참여하여 EU의 법을 논의⋅개정⋅
채택하고 정책을 조정한다. EU이사회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종종 혼동되는
데, 후자는 EU회원국의 정부 수반(Heads of state or government)으로 구성되며, EU의
전반적 방향과 정치적 우선순위에 관하여 결정하며, EU의 공동해외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European Union’s Institutions
and bodies,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institutions-bodies_en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Conclusions on a Framework for a Joint
EU Diplomatic Response to Malicious Cyber Activities (“Cyber Diplomacy Toolbox”),
Brussels, 19 June 2017. EU이사회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도록 의도된 결론(conclusions),
결의(resolutions) 및 성명(statements)을 협상하고 채택한다. EU의 활동 영역과 관련된
주제에 관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문서들을 이용한다. 이러한 유형의 문서
는 정치적 약속(commitment) 또는 입장(positions)만을 설정하며, 조약에서는 예견되
지 않은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U이사회 결론
(conclusions)에 대한 설명은 다음 사이트 참조. Council conclusions and resolut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en/council-eu/conclusions-resolutions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10)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mplementing guidelines for the Framework on a
Joint EU Diplomatic Response to Malicious Cyber Activities, Brussels, 11 October
2017.
11)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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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외교적 조치들로 EU의 신뢰구축조치 지원, EU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관한
인식 제고, EU 주도의 제3국의 사이버역량 강화가 포함된다.12)
둘째, 협력조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대응에 있어서 협력하기 위한
EU의 외교적 조치들을 의미한다. EU 역내 협력뿐만 아니라 EU와 제3국 또는
EU와 국제기구 사이의 협력도 포함된다.13)
셋째, 안정조치는 EU와 EU회원국을 약화시키려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의 잠재적 시도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사이버공간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
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교안보정책을 위한 유럽연합 고위대표(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의 선언이나 성명, EU이사회 결론, EU대표부에 의한 외교적 조치, 그리
고 EU에서 주도하는 정치적⋅주제별 대화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14)
넷째, 제한조치는 EU 또는 EU회원국에 대한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사이버공격에 책임있는 자 또는 그러한 사이버공격에 재정적⋅
기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달리 관여한 자 등의 역내 자산을 동결
하고 이들의 EU 역내 입국 내지는 경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EU
의 사이버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이하에서 상세히 다룬다.
다섯째,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대상이 된 EU회원국이 만일 국제법에
따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경우 EU는 그 회원국이 국제법에 따른 대응에 개별적
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이 EU사이버외교
툴박스상 회원국의 합법적 대응 지원이다. 예컨대, EU의 개별 회원국이 타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거나 자위권을 발동하는 경
우를 지원하기 위한 EU 차원의 외교적 조치들이 해당된다.15)
이러한 EU사이버외교툴박스상 조치들은 특정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
하여 EU 수준에서 고안되고 이행되는 일관된 전략적 접근법의 일부로서 독립적
12)
13)
14)
15)

EU사이버외교툴박스
EU사이버외교툴박스
EU사이버외교툴박스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이행가이드라인,
이행가이드라인,
이행가이드라인,

p. 6.
p. 7.
pp. 7-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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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이용될 수 있다.16) 또한 EU사이버외교툴박스
상 조치들은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외교적 조치들이지만, EU 대외
관계의 맥락과 사이버위협의 경감, 충돌 예방, 국제 관계에서 더 많은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EU의 기본적인 접근법을 고려하여 취해져야 할 것
이다.17)
EU사이버외교툴박스를 통하여 EU는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EU의 공
동외교대응의 가능한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잠재적
공격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EU와 EU회원국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18)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외교대응을 다룬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채택을 통해 EU는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억지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상 사이버제한조치
EU이사회는 2020년 7월 30일 6명의 자연인과 3개 법인⋅실체⋅단체에 대하
여 제한조치를 부과하였다.19) Operation Cloud Hopper에 관여한 중국인 2인
과 1개의 중국 기업,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대하여 해킹을 시도한 러시아
GRU 소속 부대원 4인, 2018년 WannaCry 랜섬웨어 공격에 관여한 조선엑스
포, NotPetya 랜섬웨어 공격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GRU의 한 부대(Main
Centre for Special Technologies, GTsST)가 제한조치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
에 더하여 2020년 10월 22일에는 2명의 개인과 1개의 법인⋅실체⋅단체가 제
한조치 목록에 추가되었다.20) 이들은 2015년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에 대한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하거나 관여한 러시아인 2인과 러
시아 GRU의 한 부대(85th Main Centre for Special Services, GTsSS)이다.
16)
17)
18)
19)
20)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p. 5.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p. 5.
EU사이버외교툴박스, 부속서(Annex), para. 4.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pp. 12–17.
Council Decision (CFSP) 2020/1537 of 22 October 2020,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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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한조치가 부과된 대상들의 EU역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은 EU 역내
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2019년 5월 17일 EU이사회가 채택한 ‘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들을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이사회 결정’
(Council Decision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cyber-attacks
threatening the Union or its Member States, 이하 ‘EU사이버제한조치결
정’)에 따른 것이다.21)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은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다섯
가지 조치 중 ‘제한조치’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EU사이버
제한조치결정에서 EU이사회는 악의적 사이버활동 행위자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외교대응의 가능한 결과들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것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잠
재적 공격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로써 EU와 그 회원국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22) 요컨대,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조치들(특히, 제한조
치)은 EU 또는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삼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일정한 대가 내지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
축한다. 이로써 잠재적인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이 그러한 악의적 사이버오퍼
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의 비용을 고려하게끔 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EU 차원에서의 제한조치는 그동안 테러리즘이나 화학무기의 확산에 관여된
사람이나 단체에 부과되어 왔는데,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을 통해 사이버오퍼
레이션 관련 위협이 특별히 다루어졌으며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하여 EU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
21) Council Decision (CFSP) 2019/797 of 17 May 2019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cyber-attacks threatening the Union or its Member States, OJ L 129I,
17.5.2019, pp. 13–19. EU조약 제29조에 따라 채택된 EU이사회 결정(decision)을 근거로
제3국, 실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0조에 따라 동 결정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후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그 효력이 결정되는데, EU이사회는 2020년 5월 14일 동 결정의 효력을 2021년 5월 18일까
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Council Decision (CFSP) 2020/651 of 14 May 2020
amending Decision (CFSP) 2019/797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cyber-attacks threatening the Union or its Member States, OJ L 153, 15.5.2020,
p. 4.
22)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par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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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23) 또한, EU는 제3국이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에 포함된 것과 유사
한 제한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24) 앞으로 EU사이버제한조치
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제재 레짐이 국제적
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에 따른 제한조치 사례
사이버오퍼레
이션 명칭
2017년
Operation
Cloud
Hopper

개요

귀속25) 및 제한조치
대상

전 세계에 분포된 다국적기업들의 정보시스템을 귀속
표적으로 삼은 사이버오퍼레이션으로, 표적이

APT10

된 기업에는 EU내에 위치한 회사들을 포함되어

자연인 2명
있음. 동 사이버오퍼레이션으로 인해 상업적으 제재 법인⋅실체⋅단체
로 민감한 데이터에 무허가 접속이 이루어졌고, 대상
1개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네덜란드에 위치한 OPCW의 무선네트워크에
대하여 무허가 접속을 시도. 네덜란드 국방정보

귀속

러시아 GRU의
GTsSS

안전서비스(Netherlands Defence Intelligence
2018년
OPCW
해킹
시도

and Security Service)에서 동 사이버오퍼레이
션의 시도를 교란시켜 OPCW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함. 만일 성공했다면 OPCW의 무선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네트워크 안전을 취약하
게 만들고, OPCW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를

제재
대상

자연인 5명
법인⋅실체⋅단체
1개 (GTsSS)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OPCW에 대한
잠재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사이버오퍼
레이션을 시도했다고 간주됨.

23) CCDCOE, “European Union establishes a sanction regime for cyber-attack”,
https://ccdcoe.org/library/publications/european-union-establishes-a-sanctionregime-for-cyber-attacks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24)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9조.
25) 이 표에서 언급되는 ‘귀속’은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 귀속이 아닌
당해 사이버오퍼레이션 행위자를 확인하는 의미의 귀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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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표적 삼아 데이
2017년
WannaCry
랜섬웨어

터에 대한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전 세계 정보

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유럽뿐만 아니라

NotPetya

전세계 기업(특히 EU내 수많은 기업)의 데이터

귀속

러시아 GRU의
GTsST

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들었음. 그 결과 상당한
경제적 손실 등이 초래됨.

2015년
전력망

그룹)

및 경제 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 제재 법인⋅실체⋅단체
한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EU내 여러 기업들의 대상 1개 (조선 엑스포)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었음.
랜섬웨어를 통해 컴퓨터들을 표적삼아 데이터

우크라이나

APT38(라자루스

시스템을 교란시킴. EU회원국 내 필수 서비스

2017년
랜섬웨어

귀속

우크라이나 전력망에 대한 사이버오퍼레이션으

제재 법인⋅실체⋅단체
대상

1개 (GTsST)

로 인해 겨울 동안 일부 전력 차단됨.

공격
독일 연방의회의 정보시스템을 표적으로 삼았 귀속
2015년
독일
연방의회
공격

으며, 몇 일간 독일 연방의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침.

러시아 GRU의
GTsSS
자연인 2명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탈취되었으며 Angela 제재 법인⋅실체⋅단체
Merkel 총리와 일부 의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대상

1개 (GTsSS)

영향을 받음.

(1) 사이버제한조치의 적용 요건
EU사이버외교툴박스상 제한조치는 “EU 또는 EU회원국에 대한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사이버공격”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잠재적으
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시도된(attempted) 사이버공격”이 포함된다.26) 뿐만
아니라 EU사이버외교툴박스상 제한조치는 EU조약 제21조의 관련 규정의 공동
외교안보정책 목적을 성취하기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제3국 또는 국
제기구에 대하여 상당한 효과를 미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

26)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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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예컨대, EU는 2017년 Operation Cloud Hopper, 2017년 WannaCry 랜
섬웨어, 2017년 NotPetya 랜섬웨어가 EU와 EU회원국에 대하여 상당한 효과를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제3국에 대하여 상당한 효과를 미치는 사이버공격으로 평
가하였다. 한편, 2018년 OPCW 해킹 시도를 국제기구인 OPCW에 대하여 잠재
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미치는 사이버공격으로 평가하였다.28) 이하에서는 “EU
또는 EU회원국에 대한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사이버공
격”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사이버공격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에서 언급되는 ‘사이버공격’(cyber-attack)은 (i) 정
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ii)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입, (iii) 데이터에 대한 침해,
또는 (iv) 데이터 가로채기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이러한 행위가 그 시
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그 일부의 소유자 또는 또 다른 권리 보유자에 의해 적절
히 허가받지 않거나, 또는 EU의 법 또는 관련 회원국의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
는 경우로 한정된다.29) 즉,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에서 언급되는 ‘사이버공격’
은 UN헌장 제51조의 무력 공격(armed attack) 수준에 이르는 사이버공격 또는
무력충돌시 적에 대한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 공격(attack)의 수준에 이르는 사
이버공격을 의미하지 않는다.30)
사이버공격의 첫 번째 유형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access to information
systems)을 수반한 행위이다.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은 그 장치
중 하나 이상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의
장치 또는 상호연결되거나 관련된 장치의 그룹, 그리고 그 장치 또는 그 장치
그룹의 작동⋅이용⋅보호⋅유지를 목적으로 그 장치나 장치의 그룹에 의해 저
27)
28)
29)
30)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6항.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3항.
무력공격 또는 공격의 수준에 이르는 사이버오퍼레이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69 and Rul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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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거나, 처리되거나, 검색되거나, 전송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31)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다음에서 설명될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입 또는 데이
터에 대한 침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의 사이버공격이 될 수 있다.
사이버공격의 두 번째 유형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입’(information system
interference)을 수반한 행위이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입은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또는 그러한 데이터를 전송⋅훼손⋅삭제⋅저하⋅변경⋅은닉함
으로써, 또는 그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32) 2017년 발생한 WannaCry 랜섬웨어 사례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입의 사례가 된다. 이 사건에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가 WannaCry 랜섬웨어 감염되어 데이터에 대한 접
근이 차단되어 병원에서는 수술이 미뤄졌고,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
는 사태가 벌어졌다.33)
사이버공격의 세 번째 유형은 ‘데이터에 대한 침해’(data interference)를 수
반한 행위이다. 데이터에 대한 침해는 정보시스템상 디지털 데이터의 삭제, 훼
손, 저하, 변경 또는 은닉 또는 그러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데이터, 자금, 경제자원, 또는 지식재산의 탈취는 데이터에 대한 침해에
포함된다.34) 예컨대, 2016년 사이버오퍼레이션을 통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
로부터 자금을 탈취한 북한의 행위가 데이터에 대한 침해에 속할 수 있다.35)
31)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2조 (a)항.
32)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2조 (b)항.
33) UK National Audit Office, Investigation: WannaCry cyber attack and the NHS,
2018. 4. 25.
34)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2조 (c)항.
35)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관계자로 위장한 해커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둔 8,100만 달러와 2,000만 달러를
각각 필리핀 은행 계좌와 스리랑카 은행 계좌로 이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강탈해가는 사건
이 발생하였다. 필리핀 은행 계좌로 송금된 8,100만 달러는 다수의 은행 계좌로 세탁되어
인출되었고, 스리랑카 은행에 이체된 2,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수령인 정보에 오타를 발견
한 스리랑카 은행 직원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확인한 뒤 인출을 막았다. 해커들은 먼저
스피어피싱 메시지를 은행 직원 및 은행과 관련된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 주소로 보내 은
행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은행이 SWIFT 통신 시스템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이용되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SWIFT 시스템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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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의 네 번째 유형은 ‘데이터 가로채기’(data interception)이다. 데
이터 가로채기는 정보시스템으로 또는 정보시스템으로부터 또는 정보시스템 내
의 디지털 데이터의 공개되지 않은 전송을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가로채는 것
(intercepting)을 의미하며, 전송에는 그러한 데이터를 담고있는 정보시스템으
로부터의 전자기적 전송을 포함한다.36)
시도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이 적용된다.37) 2017
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해킹사례가 시도된 사이버공격의 사례에 해당한
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OPCW의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무허가 접속 시도
가 발생하였다. 네덜란드 국방정보안전서비스에서 동 사이버공격의 시도를 교
란시켜 OPCW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였는데, EU는 이러한 시도가 만일
성공했다면 OPCW의 무선네트워크를 해킹하여 네트워크 안전을 취약하게 만들
고, OPCW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를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
다. 이에 2020년 7월 동 사이버오퍼레이션에 참여한 러시아 GRU소속 개인 4명
을 제한조치의 대상에 포함시켰다.38)

(나) EU 또는 EU회원국에 대한 외부 위협
EU사이버외교툴박스상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공격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사이버공격이어야 한다.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사이버
공격은 (i) EU 역외로부터 기원하거나 수행되는 사이버공격, (ii) EU 역외의 기
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이버공격, (iii) EU 역외에서 설립되거나 활동하는 모든

승인된 은행 직원으로 가장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U.S.A. v. PARK JIN HYOK, Criminal Complaint,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June 2018, para. 141. See also, Wired, “That
insane, $81M Bangladesh Bank Hest? Here’s what we know”, May 17, 2016; Reuters,
“How millions from the Bangladesh Bank heist disappeared”, July 21, 2016. 이 사건
으로 인해 북한의 조선엑스포가 2020년 6월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에 따른 제한조치의 목
록에 포함되었다.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36)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2조 (d)항.
37)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1항.
38) Council Decision (CFSP) 2020/1537 of 22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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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나 법인⋅실체⋅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이버공격, 또는 (iv) EU 역외
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실체⋅단체의 지원으로, 그들의 지휘로,
또는 그들의 통제하에 수행되는 사이버공격을 말한다.39) 예컨대, 2015년 우크
라이나 전력망 공격, 2017년 WannaCry 랜섬웨어, 2017년 Operation Cloud
Hopper는 EU 역외로부터 기원한 사이버공격에 해당한다. 반면 2018년 OPCW
해킹 시도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OPCW와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하여 놓고 그 차량 내에 OPCW 무선네트워크를 해킹하도록 의도된 특별 장비를
설치하여 사이버공격을 시도하였다.40) 따라서 OPCW 해킹 시도 사례는 EU 역
외에서 기원한 사이버공격으로는 볼 수 없으나, 러시아 GRU 부대원의 행위로
EU 역외에서 설립되거나 활동하는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 실체 또는 단체에 의
해 수행되는 사이버공격에 해당한다.41)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사이버공격은 ‘EU 자체’에 대하여 외부 위협을 구성하
는 사이버공격과 ‘EU회원국’에 대하여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사이버공격으로
나뉜다. ‘EU에 대한’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사이버공격에는 EU의 기관⋅기구⋅
사무소⋅청,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된 EU대표부, EU의 공동안보방위정
책(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작전과 임무, 그리고 EU의 특별대
표(special representatives)에 대하여 행해진 사이버공격이 포함된다.42)
또한, ‘EU회원국에 대한’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사이버공격은 (i) 사회의 필수
기능 또는 사람의 보건, 안전, 안보 그리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안녕의 유지에
필요한 핵심기반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공격,43) (ii) 필

39)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2항.
40) Netherlands, Russian cyber operation, remarks Minister of Defence, 4 October
in The Hague, https://english.defensie.nl/topics/cyber-security/documents/
publications/2018/10/04/remarks-minister-of-defense-4-october-in-the-hague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41)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Council Decision (CFSP)
2020/1537 of 22 October 2020.
42)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5항.
43) 핵심기반시설에는 해저 케이블과 외기권으로 발사된 물체가 포함된다. EU사이버제한조치
결정, 제1조 4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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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사회 또는 경제 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영향
을 미치는 사이버공격,44) (iii) 핵심적 국가 기능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공격,45) (iv) 기밀 정보의 저장 또는 처리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공격,46) (v) 정부긴급대응팀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영향
을 미치는 사이버공격이 포함된다.47)

(다) 상당한 효과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공격은 ‘상당한’(significant)
효과를 가지는 사이버공격이다. 사이버공격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48)

① 야기된 교란의 범위, 규모, 영향력 또는 심각성
사이버공격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고려되는 첫 번
째 요소는 야기된 교란의 범위, 규모, 영향력 또는 심각성이다. 여기에는 경제
활동, 사회 활동, 필수 서비스, 핵심 국가 기능,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에 대한
교란이 포함된다.49) 예컨대, WannaCry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150개국 내에
위치한 30만개 이상의 컴퓨터가 영향을 받았다. 영향받은 컴퓨터 중에는 영국
의 국민보건서비스, 스페인의 통신사 텔레포니카, 미국의 배송업체 페덱스, 러
시아의 내무부, 일본의 닛산, 프랑스의 르노 공장, 독일의 국영철도회사 도이체
44) 특히, 에너지(전기, 석유, 가스), 운송(항공, 철도, 수상 및 도로), 금융시장 기반시설, 보건
(보건서비스 제공자, 병원 및 민간 클리닉), 음수 공급 및 분배, 디지털 기반시설, 그리고
관련 회원국에게 필수적인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 또는 경제 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공격이 포함된다.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4항 (b)호.
45) 특히, 국방, 통치, 그리고 공직선거 제도 또는 투표절차 제도를 포함한 제도의 기능, 경제적
민간 기반시설의 기능, 치안, 그리고 대외 관계(외교사절을 통한 것 포함)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 기능이 포함된다.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4항 (c)호.
46)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4항 (d)호.
47)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4항 (e)호.
48)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3조.
49)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3조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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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도네시아와 일본 소재의 병원의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다.50) 특히,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WannaCry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수술이 미뤄졌고,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EU는 특히 이런 피해가 EU회원국 내 필수 서비스 및 경제 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EU 역내의 여러 기업들
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51)
② 영향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실체⋅단체의 수 또는 관련 회원국의 수
사이버공격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고려되는 두 번
째 요소는 영향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실체⋅단체의 수와 관련 회원국의 수
이다.52) WannaCry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최소 150개국에 피해가 발생하였
으며, 영향받은 컴퓨터 중에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스페인의 통신사 텔레
포니카, 미국의 배송업체 페덱스, 러시아의 내무부, 일본의 닛산, 프랑스의 르
노 공장, 독일의 국영철도회사 도이체반, 인도네시아와 일본 소재의 병원의 컴
퓨터가 포함되어 있다.53) WannaCry 랜섬웨어로 인해 피해를 입은 EU회원국
에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어 있다.54)

③ 야기된 경제적 손실의 양
사이버공격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고려되는 세 번
째 요소 야기된 경제적 손실의 양이다. 예컨대, 자금, 경제자원 또는 지식재산
50) BBC News, “Cyber-attack: US and UK blame North Korea for WannaCry”, 19
December 2017; The Verge, “The WannaCry ransomware attack has spread to 150
countries”, 14 May 2017; 보안뉴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누가 배후에 있는가?”, 2017년 5월 14일.
51)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p. 17.
52)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3조 (b)항 및 (c)항.
53) BBC News, “Cyber-attack: US and UK blame North Korea for WannaCry”, 19
December 2017; The Verge, “The WannaCry ransomware attack has spread to 150
countries”, 14 May 2017; 보안뉴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누가 배후에 있는가?”, 2017년 5월 14일.
5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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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규모 탈취를 통해 야기된 경제적 손실의 양이다.55) EU는 WannaCry 랜
섬웨어 공격이 EU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데이터를 접근
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
는데, WannaCry 랜섬웨어 공격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④ 공격자가 얻은 경제적 혜택
공격자가 자신 또는 다른 자를 위하여 얻은 경제적 혜택이 사이버공격이 ‘상
당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고려된다.57) 라자루스그룹에 의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공격으로 인해 8100만 달러가 탈취되었는데,58) 이 자금이
공격자가 사이버공격을 통해 얻은 경제적 혜택이 될 것이다.
⑤ 탈취된 데이터의 양 또는 성질 또는 데이터 침해의 규모
탈취된 데이터의 양이나 성질 또는 데이터 침해의 규모가 사이버공격이 ‘상당
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고려된다.59) 독일 연방의회 공격으로
인해 16기가 이상의 데이터가 탈취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EU는 이러한 데이
터 탈취가 “상당한 양의 데이터(significant amount of data)가 탈취”라고 판
단하였다.60)
⑥ 접근된 상업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의 성질
접근된 상업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의 성질이 사이버공격이 ‘상당한’ 효과를 가
지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고려된다.61) 예컨대, Operation Cloud Hopper 공
55)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3조 (d)항.
56) BBC News, “Cyber-attack: US and UK blame North Korea for WannaCry”, 19
December 2017
57)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3조 (e)항.
58) 경향신문, “방글라 중앙은행 1000억원대 해킹의 전말은?… ‘악성코드’ 이용한 수법 드러
나”, 2016년 3월 23일.
59)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3조 (f)항.
60) Council Decision (CFSP) 2020/1537 of 22 October 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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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인해 EU회원국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브라
질, 인도 등에 위치한 기업 및 기관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대량의 지식재산이
탈취되었는데,62) EU는 이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무허가 접속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63)

(2) 사이버제한조치의 유형
EU회원국 또는 고위대표가 자연인이나 법인⋅실체⋅단체를 제재하고자 제
안하면 EU이사회는 ‘만장일치’(unanimity) 방식으로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의 부속서에 제한조치 목록을 설정하고 개정한다.64) 이러한 방식으로 부속서
에 명시된 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산 동결 및 역내 입국 및 경유 금지의 대상이
된다.

(가) 자산 동결
어떠한 자금 또는 경제자원도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의 부속서에 나열된 자
연인 또는 법인⋅실체⋅단체에게 또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65) 여기서 자금(funds)은 금융 자산과 모든 종류
의 이익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현금, 수표, 금융 기관이나 다른 실체 내 예금,
계좌 잔고, 증권, 이자, 배당금이 해당된다. 경제자원(economic resources)은
유형 또는 무형인지, 동산 또는 부동산인지를 불문하고, 자금은 아니나 자
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
미한다.66)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의 부속서에 나열된 자로서 다음 세 가지 범주에 속하
61)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3조 (g)항.
62) Trend Micro Security News, “Operation Cloud Hopper: What You Need to Know”,
10 April 2017, Trend Micro Incorporated.
63)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p. 14.
64)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6조 1항.
65)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2항.
66)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1조 8항 (d)호 및 (g)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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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인 또는 법인⋅실체⋅단체에 속하거나, 소유되거나, 보유되거나, 또는
통제되는 모든 자금 및 경제자원은 동결된다.67)
첫째, 사이버공격 또는 시도된 사이버공격에 ‘책임있는’(responsible) 자연인
또는 법인⋅실체⋅단체에 속하거나, 소유되거나, 보유되거나, 또는 통제되는
모든 자금 및 경제자원은 동결된다. 즉, 사이버공격 또는 시도된 사이버공격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자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사이버공격 또는 시도된 사이버공격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물질
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달리 관여한(involved in) 자연인 또는 법인⋅실체
⋅단체에 속하거나, 소유되거나, 보유되거나, 또는 통제되는 모든 자금 및 경
제자원은 동결된다. “달리 관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이버공격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원조하거나, 또는 장려하는 것 또는 그러
한 공격을 조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컨대, 2017년 Operation Cloud Hopper
에 관여한 중국인 2인과 Operation Cloud Hopper에 재정적⋅기술적⋅물질적
지원하고, 이 사이버공격을 조장한 실체인 한 회사가 제한조치 목록에 포함되
었다.68)
셋째, 위의 두 가지 범주에 포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실체⋅단체와 연루된
(associated with) 자연인 또는 법인⋅실체⋅단체에 속하거나, 소유되거나, 보
유되거나, 또는 통제되는 모든 자금 및 경제자원은 동결된다. 요컨대, 사이버공
격 또는 시도된 사이버공격 그 자체에 책임있는 자 또는 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루된 자들의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제한조치의 인적범
위(ratione personae)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상 행해지는 행위
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69)
자산 동결의 면제(derogation)로서 EU회원국의 소관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
67)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5조 1항.
68)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69) CCDCOE, “European Union establishes a sanction regime for cyber-attack”,
https://ccdcoe.org/library/publications/european-union-establishes-a-sanctionregime-for-cyber-attacks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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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고려하는 조건에 따라, 특정 자금이나 경제자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동
결된 특정 자금이나 경제자원의 해제 또는 특정 자금 또는 경제자원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첫째, 자금 또는 경제자원이 부속서에 등재된 자연인과 그러한 자연인에 의지
하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
우이다.
둘째, 자금 또는 경제자원이 합리적인 전문 비용의 지급 또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변제를 위해서만 의도된 경우이다.
셋째, 자금 또는 경제자원이 동결된 자금 또는 경제자원의 일상적 보유 또는
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서비스 요금의 지급을 위해서만 의도된 경우이다.
넷째, 자금 또는 경제자원이 임시비용으로 필요한 경우로 관련 소관 당국이
다른 EU회원국의 소관 당국과 EU 위원회에 구체적 허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고려하는 근거를 적어도 허가 2주 전에 고지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자금 또는 경제자원이 국제법에 따라 면제를 향유하는 외교⋅영사 사
절 또는 국제기구의 계좌로 또는 계좌로부터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로 그러한 지
급이 외교⋅영사 사절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용도로만 이용되도록 의도된 경우
이다.70)

(나) 역내 입국 또는 경유 금지
EU회원국들은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의 부속서에 나열된 자연인이 자신의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71)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의 부속서에 나열된 자연인으로서 다음 범주에 속
하는 자연인은 EU 역내 입국 또는 경유가 금지된다.
첫째, 사이버공격 또는 시도된 사이버공격에 책임있는 자연인은 입국 및 경유
제한의 대상이 된다. 러시아 GRU 소속 부대원은 2015년 독일연방의회 공격과
70)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3항.
71)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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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PCW 해킹 시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자연인으로서 제한조치의 대
상에 포함되었다.72)
둘째, 사이버공격 또는 시도된 사이버공격에 재정적⋅기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달리 관여한(involved in) 자연인은 입국 및 경유 제한의 대상
이 된다. 2017년 Operation Cloud Hopper에 관여한 중국인 2인이 이러한 자연
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Operation Cloud Hopper는 APT10이라 불리는 자에 의
해 수행되었는데, APT10은 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APT10이 수행
한 사이버공격과 관련하여 개발되고 검사된 멜웨어 등을 통하여 APT10과 관련
된 것으로 파악된 자연인 2인이 제한조치 목록에 포함되었다.73)
셋째, 위의 두 가지 범주에 포함되는 자와 연루된(associated with) 자연인도
입국 및 경유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한조치에 따른 입국 및 경유 제한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먼저 입국 및 경유
제한은 EU회원국이 자신의 국민을 자신의 영토로 입국시키는 것을 거부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74) 또한, 입국 및 경유 제한은 EU회원국이 국제법 의무에
구속되는 경우를 저해하지 않는다. 예컨대, EU회원국이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주재국으로서 또는 UN에 의해 또는 UN의 후원으로 소집되는 국제회의의 주최
국으로서 자신의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국제법상 의무가 우선한다.75) 또한, EU회원국은 긴급한 인도적 필요를 근거 삼
아 또는 정부간 회의 또는 EU에 의해 추진되거나 주최되는 또는 OSCE 사무소
의 의장직을 유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주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근거 삼아
이동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면 제한조치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76)

72)
73)
74)
75)
76)

Council Decision (CFSP) 2020/1537 of 22 October 2020.
Council Decision (CFSP) 2020/1127 of 30 July 2020.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2항.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3항.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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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시사점
가.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에 앞서 저강도 사이버오퍼레이
션에 대한 대표적 합법적 대응 방법인 ‘대응조치’와 ‘응수’의 요건에 관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는 EU의 사이버제한조치를 국제법상 어떤 형태
의 대응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대응 전략으로
서 가지는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1) 저강도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롯하여 악의적 사이버오퍼레
이션의 대상이 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대응이 무엇인지에
관한 초창기 논의는 주로 무력사용(use of force)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현존하는 법’(lex lata)으로서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어떻게 적용
되는 가에 관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탈린매뉴얼의 첫 번째 버전이
주로 무력충돌법 관점에서의 사이버공간의 이용을 다루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77)
그러나 그동안 경험해온 사이버오퍼레이션의 수준은 UN헌장 제2조 4항의 무
력사용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른바 ‘저강도’(low-intensity) 수준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심지어는 기존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조차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장
애, 2013년 3.20 전산 대란, 2014년 한수원 해킹의 경우 모두 무력사용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저강도 사이버오퍼레이션에 해당한다.
77) Michael N. Schmitt (ed.),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이후 무력충돌법뿐만 아니라 평시의
법이 사이버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두 번째 버전이 2017년 출간된 바
있다.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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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강도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법상 합법적인 대응은 대응조치
(countermeasures)와 응수(retorsion)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대응은 국제법의
한 분과인 국가책임법(Law of State responsibility)에 기초한다. 국가책임법
은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의 2001년 ‘국제위
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국가책임초안’)에 반영되어 있다.78) 동 문서
는 조약의 형태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초안’(draft articles)으로
불리지만 초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책임법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79)
국가들은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적용된다는 점에 합의해왔다.
국가책임법은 국제법의 한 분과이므로 국가책임법 역시도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대한 기존 국제법 및 국가책임법
의 적용에 대한 국가들의 합의는 대표적으로 국제연합 정부전문가그룹(United
Nations Groups of Governmental Experts, 이하 ‘UNGGE’) 논의 과정을 통
해 잘 나타난다. UNGGE 논의를 통하여 국가들은 기존 국제법상 의무가 국가들
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즉 사이버 공간의 이용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동
의했다.80) 뿐만아니라 국가는 국제법상 자신에게 귀속되는 국제위법행위에 관
하여 국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총의를 이루었다.81)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제책임은 국가책임법에서 규율하므로, 이러한 총의는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또는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책임법
78)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Third Session,
U.N. Doc. A/56/10, 2001.
79) 2012년까지 국제재판소 및 그 밖의 기구에서 이 초안과 초안의 주해를 총 154회 인용한
바 있다. United Nations Legislative Series, Material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12), UN Doc. ST/LEG/SER B/25, 2012;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p. 79.
80) UN Doc. A/70/174, para. 28(b). UNGGE는 정부전문가그룹으로 불리지만 사실상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치열한 협상의 장으로, UNGGE 논의에서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
법에 관한 국가들의 실행을 확인할 수 있다.
81) UN Doc. A/70/174, para. 2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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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된다는 데에 국가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저강도 사
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응조치와 응수 역시 국제법, 특히 국가책
임법을 준수하여 취해져야 할 것이다.

(가) 대응조치
타국으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표적이 된 국가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82) 대응조치는 타
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injured State, 피해국)가 책임 국
가(responsible State, 책임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하여 대응
하는 것을 의미한다.83) 즉,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또 다른 국제위법행
위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조치는 선행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이므로 적법하게 취해진 대응조치는 위법성은 조각된다.84)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국제법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반한 대응
조치 즉, 사이버 대응조치도 가능하다.85) 요컨대, 대응조치는 아래에서 소개될
국제법적 요건을 따라서 취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조치로서 취한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피해국의 대응조치는 또 다른 국제위
법행위를 자행하게 될 위험이 있다.
① 사전적 고려사항
타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려는 국가는 대응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당해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를 구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위법행위는 (i) 작위나 부작
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고, (ii) 그 국가에 적용 가능한
국제의무를 위반할 때 성립된다.86) 즉, 국가 귀속과 국제의무의 위반이 존재하
82)
83)
84)
85)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0.
국가책임초안, 제49조.
국가책임초안, 제22조.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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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국제법상 국가 귀속(State attribution)은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행위가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법적 귀속 이외에도 사이버오퍼레이션의 귀속과 관련하여 기술적
귀속(technical attribution)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기술적 귀속은 사이버오퍼
레이션 행위자에 관한 사실적⋅기술적 수사를 의미한다.87) 국제법상 국가 귀속
과 기술적 귀속의 개념상 구분이 요구되더라도 양자가 완전히 별개의 작업은 아
니다. 기술적 귀속을 통해 국제법상 국가 귀속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제공되
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은닉성, 초국경성, 초연결성 등의 특징으로 사이버오퍼레이션
의 기술적 귀속뿐만 아니라 국가 귀속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스푸핑
(spoofing)의 방법으로 다른 행위자의 사이버공간상 특성을 의도적으로 남겨놓
아 귀속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더 큰 맥락(larger context)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 정보통신기술환
경에 있어서 귀속의 어려움 그리고 사이버오퍼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88)

② 국가책임의 추궁 및 사전 통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이버오퍼레이션의 대상이 된 피해국은 대응조치
를 취하기 앞서 책임국에게 국제위법행위를 중지할 것과 배상 의무를 이행하도
록 요구해야 한다.89) 즉, 대응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먼저 국가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책임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국은 책임국에게 대응조치 결정을 통
86) 국가책임초안, 제2조;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Judgment, 24 May 1980, ICJ Reports (1980) 14, para. 56.
87) The Netherlands, Letter of 5 July 2019 from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the
Presid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cyberspace, Appendix: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 2019, p. 6.
88) UN Doc. A/70/174, para. 13(b).
89) 국가책임초안, 제52조 1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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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90) 단, 예외적으로 피해국은 자국의 권리를 보존
하기 위하여 통지 및 교섭제의를 하지 않고 긴급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91) 특
히, 사이버오퍼레이션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할 때, 피해국은 추
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92)

③ 대응조치의 목적 요건
대응조치는 책임국이 국제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배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만 취해질 수 있다.93) 즉, 대응조치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
여 처벌(punishment) 또는 보복(retaliation)의 목적으로 취해질 수 없다.94)
따라서 대응조치는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책임국에 대하여 당분간 국제의
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제한되며95) 가능한 한 그러한 의무의 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취해져야 한다.96) 특히, 대응조치를 취할것인지 그리고 취한다면 어
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때 확전의 위험(risk of escalation)
을 고려해야 한다.97) 예컨대, 대응조치를 취하려는 피해국이 백업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과 DDoS
공격을 통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전자로 인한 삭제된 데이
터는 일반적으로 복구되기 어려운 반면,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 되돌이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98) 이 경우 대응조치의 목적을 고려하여 전자보다
는 후자의 방식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90)
91)
92)
93)
94)
95)
96)
97)
98)

국가책임초안, 제52조 1항 (b)호.
국가책임초안, 제52조 2항.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1, para. 11.
국가책임초안, 제49조 1항;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1.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3, para. 1.
국가책임초안, 제49조 2항.
국가책임초안, 제49조 3항.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1, para. 2.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1,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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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반이 불가능한 국제의무
대응조치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또 다른 국제위법행위로 대응하는
것으로, 피해국이 위반하도록 허용되는 국제의무는 피해국이 책임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약상 의무를 비롯하여 주권 존중의 원칙과 같은 국제관습법상 의무
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응조치가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국제의무를 위
반하여 대응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치라 할지라도 결코 위반이 허용되지 않는 국
제의무가 존재한다. 바로 무력의 사용 금지의 의무, 기본적 인권 보호의 의무,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에 의무,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상 의무이다.99)
따라서 무력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력을 수반한 행위, 노예, 인종 차별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복구(reprisal)를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상 의
무, 제노사이드 금지와 같은 강행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뿐만아니라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그들과 피해국 사이에 적용 가능한 분
쟁해결절차에 따른 의무와 외교 또는 영사 관원⋅문서⋅서류의 불가침성을 존
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100) 예컨대, 한 대사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
하여 랜섬웨어를 설치하여 외교사절을 파견한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국제위법
행위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대응조치로서 정당화되지 않는다.101)

⑤ 비례성
대응조치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하며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문제된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102) 대응조치는 선행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또 다른 국
제위법행위로 대응하는 것이다. 대응조치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대응조치로
서 취해지는 위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비례적이지 않은 대응조치
는 대응조치의 목적인 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배상 의무를 준수하도
99)
100)
101)
102)

국가책임초안, 제50조 1항;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2.
국가책임초안, 제50조 2항.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2, para. 8.
국가책임초안, 제51조;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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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도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대응조치는 ‘받은 피해’(피해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국제위법행
위의 중대성’(침해된 일차규칙의 중요성)과 ‘문제된 권리’(피해국 및 책임국의
권리 및 그 밖의 다른 국가 이익)가 고려되어야 한다.103)
그러나 문제는 사이버공간의 초연결성으로 인하여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반한 대응조치, 즉 사
이버 대응조치를 취할 때에는 사이버 대응조치로부터 초래될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경우 대응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국가는 자신의
대응조치가 비례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
대, 사이버 대응조치의 표적으로 삼는 시스템을 맵핑(mapping)하거나 관련 정
보(intelligence)를 검토하여 전면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104)

(나) 응수
응수(retorsion)는 비우호적(unfriendly)이나 합법적인 행위들로 구성된
다.105) 응수 그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응수를 유발한 선행 행위가
비우호적 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위법적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응수
가 취해질 수 있다. 응수는 타국의 비우호적 행위를 변화시키도록 강제하기 위
하여 취해질 수 있다.106)
그러나 응수는 그동안의 국제법 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다, 응수의 개념
자체가 합법적 행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응수를 취하기 위한 요건은 오로지
응수의 개념적 요건, 즉 합법적 행위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 별다른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
한 대응으로서 응수가 재조명받고 있는 만큼 대응조치, 복구, 보복과 같이 응
103)
104)
105)
106)

국가책임초안, 제51조;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3, para. 4.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3, para. 6.
국가책임초안, Commentary to the Chapter II (Countermeasures), para. 3.
Christopher C Joyner, Coercion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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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비견될 만한 유사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응수의 개념들 이해할 필요가
있다.107)
먼저 응수와 ‘대응조치’(countermeasures) 그리고 ‘복구’(reprisal)는 구별된
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응조치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피해국이
책임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제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취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합법적’ 조치인 응수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복구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자력구제(self-help)로 취해지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는 대응조치와
유사하나, 복구는 무력사용을 수반한 행위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대응조치와 차
이가 있다. 국가책임법의 발전으로 무력을 수반한 대응조치는 대응조치로 정당
화될 수 없게 되자 평시 복구의 개념은 점점 퇴색되었다. 단, 전시 복구
(belligerent reprisals), 즉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행해지는 복구의 개념은 여전
히 존재하는데 전시 복구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108)
국제법상 ‘보복’(retaliation)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다.109) ILC 국가책임초안
및 동 초안의 주해에서는 보복이라는 용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국
제법 학계에서는 종종 보복을 대응조치 또는 응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도 한다.110) 한편, 탈린매뉴얼에서는 대응조치의 목적 요건을 설명하면서 보복
이 언급된다. 즉, 대응조치는 책임국이 국제의무의 위반을 중지하고 배상하도
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인데, 이러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상
황을 악화시키기만 하는 조치는 단순한 보복이며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11) 즉, 대응조치의 목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응은 보복으로 간
107) Jeff Kosseff, “Retorsion as a Response to Ongoing Cyber Operations” in Taťána
Jančárková et al (eds), 20/20 Vision: The Next Decade, CCDCOE, 2020.
108) 국가책임초안, Commentary to the Chapter II (Countermeasures), para. 3;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108.
109) Shane Darcy, “Retaliation and Reprisal” in Marc Weller (ed.), Oxford Handbook
on the Use of For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10) Hubert Lesaffr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n the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Countermeasures”, in James Crawford, Alain Pellet and Simon
Olleson (eds.),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469, pp. 471-472; Hans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inehart
& Company, 195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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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12) 요컨대, 국제법상 보복의 개념은 모호하
나 적어도 탈린매뉴얼에서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배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복수 내지는 응징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보복으로 칭하고 있다. 이러한
탈린매뉴얼에서의 보복의 개념에 따를 때, 보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보복과 응수는 구별된다.113)
응수는 비우호적이나 합법적 행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행위들
이 응수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외교관 초치(招致)나 추방, 외교관계의 단절
과 같은 외교적 조치, 타국 국민의 자국 내 이동 제한이나 추방, 금수조치를 포
함한 경제제재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된다.114) 심지어는 국제위법성을 구성
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사이버오퍼레이션도 응수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국가의
대응이 응수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치의 명칭보다는 그 조치
가 국제법상 합법적인지 여부를 통해 좌우된다.
111)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21, para. 2.
112) 또한, 탈린매뉴얼에서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 중 즉각성(immediacy)의 요건을 논하면서
자위권 행사와 단순한 보복을 구분하였다. 국가가 무력공격에 대하여 가지는 자위의 고유
한 권리는 UN헌장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도 존재한다. 자위권은 국가
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공격에 대하여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이므로 자위권을 행사하
여 적법하게 사용한 무력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탈린매뉴얼에서는 타국의 사이버오퍼레이
션이 무력공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적법하게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즉각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요건은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 이후
자위권 행사하기까지의 시간적 근접성(temporal proximity)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이
다. 즉각성이 결여되어 있을수록 적법한 무력사용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즉각성이 자위권 행사와 보복을 구분하는데 고려된다는 것이다.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73, para. 12.
113) 국내 문헌에서는 ‘retorsion’과 ‘retaliation’을 구분 없이 모두 보복으로 번역하곤 한다.
그러나 ‘retorsion’은 ‘retaliation’과 달리 그 의미가 정립되어 있다는 점과 적어도 탈린매
뉴얼에서는 ‘retaliation’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자의 국문 번역 역시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응수(應酬)
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편이 한 말이나 행동을 받아서 마주 응함”을 의미하며, 보복(報復)
은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을 의미한다. ‘retorsion’은 타국의
비우호적 행위 또는 국제위법행위에 응하여 행해지는 비우호적이나 합법적인 행위이다.
‘retaliation’의 국제법적 개념이 모호하나 적어도 탈린매뉴얼에서는 타국이 국제위법행위
를 중단하고 배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자 취해지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복수나 응
징의 차원으로 취해지는 행위를 ‘retaliation’으로 칭하고 있다. 따라서 ‘retorsion’은 응수
로 ‘retaliation’은 보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14) Christopher C Joyner,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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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응수로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비우호적이나 합법적인 행위들로 구성되므로 응수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첫째로 EU사이버외교툴박스가 추구하는 원칙에서 발견
된다. 즉,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이버제한조치를
포함한 EU사이버외교툴박스를 통해 제시된 다섯 가지 조치들은 적용 가능한 국
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115)
두 번째 근거는 EU의 사이버제한조치의 두 가지 조치인 자산 동결과 역내 입
국 및 경유 제한이 국제법에 합치한 방식으로 취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면
제 내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자들의 EU 역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이들의 EU 역내 입
국이나 경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주권을 향유
하므로 자국 영토에 위치한 자산에 대하여 주권을 향유하며, 자국 영토 내로 사
람의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요컨대, EU의 사이버제한조치
에 따른 EU회원국의 역내 자산 동결과 역내 입국이나 경유 제한은 해당 영토
국의 주권에 근거하여 취해진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물론 주권은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은 아니므로116) 국가가 조약
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특별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제인권법 등 다른 특별 국제법 규칙을 통해서도 제한
된다.117)
이를 고려하여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자산 동결 및 역내 입국 및 경유 제한
의 예외 내지는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산동결이 제한조치 목록에 등
재된 자연인과 그러한 자연인에 의지하는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

115)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p. 4.
116) 강행규범은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격을 갖는 일반 국제법의 추후 규범
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 국제 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한 규범을 말한
다. 1969년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53조 참조.
117)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Rule 1,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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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자산 동결이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118) 또한, EU회원국은 사이버제한조치에 따라 사이버제한조치
의 대상이 된 자들이 자국 영토 내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토를 통하여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의무는 EU회원국이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주재국으로서 또는 UN에 의해 또는 UN의 후원으로 소
집되는 국제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자신의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하는 것을 허
용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국제법상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119) 또한, EU회원
국은 긴급한 인도적 필요 등을 근거 삼아 자국 영토내 이국이나 경유가 정당화
되는 경우라면 제한조치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120) 이와 같이 EU의 사이버
제한조치 체계는 제한조치를 취하는 EU회원국이 자신의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 비우호적이나 합법적
인 행위들로 구성되므로 응수로 볼 수 있다. 더욱이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27
개의 모든 EU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공동 응수’(collective
retorsion)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에 대한 시사점
(1) 대응조치의 현실적 한계
한국은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장애, 2013년 3.20 전산 대란, 2014년 한수원 해킹 등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을
북한에 귀속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북한을 상
대로 우리 정부는 대응조치 등과 같은 국제적 대응을 취한 바 없다. 또한, 2020
년 미국과 영국은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해킹을 포함한 일련의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러시아의 행위로 공개적으로 귀속하였으나,121) 우리 정부는 동
118)
119)
120)
121)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3항.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3항.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4조 6항.
Department of Justice of the US, “Six Russian GRU Officers Charged in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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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우리 영토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회 해킹의 귀속에 관하여 공식적 입장을 펼친 바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타국
으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대상이 여러 차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
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응조치를 취한바 없으며 때로는 공개적 귀속도 어려운 형
편이다.
우리를 대상으로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한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
대응조치가 어려운 요인은 다소 상이하다. 북한으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
레이션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한 어려움은 북한과 남한의
특수한 관계에서 기인한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국제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
지나, 남한에서 북한의 지위는 국가가 아니다.122) 따라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통상의 국가간 관계처럼 외교 관계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일련의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
생한다.123) 물론 국가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조약 이외에도 국제관습법을 통
해서도 규율된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특수관계는 북한으로부터의 악
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우 어떤 국제의무를 위
반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까다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
한 대응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대응조치의 요건인 비
례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사이버적 대응조치보다 사이버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한국에 견주어 덜 발달 된 북한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로 인하여 한국이 입은 피해에 비례한 만큼의 사이버 대응조치의 효과를 달성하
기 어렵다.124)
with Worldwide Deployment of Destructive Malware and Other Disruptive Actions
in Cyberspace”, October 19, 2020; The UK, “UK exposes series of Russian cyber
attacks against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19 October 2020; 조선일보, “평창
올림픽 개막식날 사이버테러, 알고보니 러시아 소행이었다”, 2020년 10월 20일.
122) 임예준,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 제61권, 2015.
123) 정인섭,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성격과 국회 동의”, 국제법 현안 Brief, 대한국제법학회,
2018년 5월 8일.
124) 따라서 북한에 대하여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한국의 발달 된 정보통신기반시설
로 인하여 오히려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2015, p. 18.

144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1권 2호(통권82호)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
하는 경우 나타나는 한계점은 대응조치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이다. 첫째, 남북한의 분단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
터 협력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무역 의존도가 상당하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이슈만을 고려하여 대응조치를 취
할 경우 국제 관계의 악화만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러시아와 중국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 관하여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와 차이가 있
다. 이러한 차이는 아직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불
명확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근 행해지는 사이버오퍼레이션
의 양상은 국제법적 적용이 모호한 수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선행하는 국제위
법행위가 존재한다는 일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또 다른 국제위법행위로 대응
하는 대응조치의 방식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큰 부담이 되는 대응이다.

(2)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
사이버위협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가지는 대외적 한계를 고려할 때, EU의 사
이버제한조치가 가지는 대응 전략적 시사점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EU의 사이
버제한조치는 ‘응수’로서 그리고 ‘공동’ 응수로서 전략적 이점을 가지는데 이하
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가) 응수로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응수’로서 가지는 대응 전략상 이점은 또 다른 국제
법상 대응 방법인 대응조치와의 비교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된다. 첫째, 대응조
치는 타국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취해질 수
있다. 대응조치는 타국(책임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피해국이 책임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책임국
의 배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해질 수 있다.125)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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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조치는 선행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또 다른 국제위법행위로 대응하
는 것이며, 대응조치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후속하는 국제위법행위의 위법
성이 조각된다.126) 반면, 응수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국제위법행
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비우호적인 행위로 고려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취
해질 수 있다. 따라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원인 행위에는 국
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이버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국제위법행위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으나 비우호적 행위로 고려될 수 있는 사이버오퍼레이션까지도 포
함된다.127)
사실 타국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
토는 그러한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대응함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한
다.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행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며, 그 국가의 국
제의무의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128)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이용이
비국가 행위자를 통해 흔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국가 귀속과 관련
하여서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비국가 행위자의 행위의 국가 귀속을 위해서는 국
가책임법 법리상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
다.129) 또한,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해
가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타국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국제의무의 위반을
125)
126)
127)
128)
129)

국가책임초안, 제49조.
국가책임초안, 제22조.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p. 5.
국가책임초안, 제2조.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14, para.
115;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Judgment, 26
February 2007, ICJ Reports (2007) 43, para. 400; See also Michael N. Schmitt
(ed.), 앞의 책, p. 96. Oona A. Hathaway et al., “Ensuring Responsibility: Common
Article 1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Non-State Actors”, Texas Law Review, Vol.
95, 2017, 139; Peter Margulis, “Sovereignty and cyber attacks: technology’s
challenge to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4, 2013, 1; Peter Z. Stockburger, “Control and Capabilities Test:
Toward a New Lex Specialis Governing State Responsibility for Third Party Cyber
Incidents” in H. Rõigas, R. Jakschis, L. Lindström, and T. Minárik (eds.), 2017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CCDCO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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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지에 관한 한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자칫 피해국이 대응조치로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우려도 존재
한다. 반면, 응수로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대응으로서 가지는 장점은 확실
한 국가 귀속 없이도 응수 조치들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130) 응수는 국
제법상 합법적인 행위들로 구성되므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법
적 귀속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대응조치는 ‘자력구제’(self-help)의 한 형태로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
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된다.131) 반면 응수는 응수로서 취해진 행위가 국제
법상 위법하지만 않으면 된다.132)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공정한 분쟁 해결이
아직 보장되지 않는 국제체계에서 국제법은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자력구
제’(self-help)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응조치는 자력구제의 한 형태이다.133) 따
라서 응수에 비하여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
대표적 요건으로 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배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만 취해질 수 있고,134) 대응조치는 무력의 사용 금지의 의무,
기본적 인권 보호의 의무,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에 의무,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취해질 수 없으며,135) 피해국은 책임
국에게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고 교섭을 제의해야 한다(단,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전 통지 및 교섭제의를 하지 않고 긴급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136) 뿐만아
니라 대응조치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 취해져야 한다.137) 반면 응수의 유일한
요건은 응수로서 취해진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응수는 대응조치에 비하여 국제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킨 형태의 대응 방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p. 8.
국가책임초안, Commentary to the Chapter II (Countermeasures), para. 2.
Jeff Kosseff, 앞의 글, p. 10.
국가책임초안, 제52조 주해, para. 2.
국가책임초안, 제49조 1항.
국가책임초안, 제50조 1항.
국가책임초안, 제52조.
국가책임초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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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응수로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
이션을 수행하거나 지원한 국가를 대상으로 취해지지 않는다. 제한조치는 문제
가 된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달리 관여한 자연인
이나 법인⋅실체⋅단체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직접적으로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수준의 대응인 대응조치와 비
교하였을 때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피하게끔 한다.
넷째, 응수는 합법적 행위들로 구성된 조치이므로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이 경유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
이버기반시설은 탈취가 쉽기 때문에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을 행하는 자들은
제3국의 영토에 위치한 사이버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적용되는 상당주의 의무의 지위에 관
한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이러한 경유국을 상대로 상당주의(due diligence) 의
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대응조치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반면 응수로
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경유하는 국가를 상대
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법상 위법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
다. 즉, 자신의 영토가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허용
하는 국가의 경우,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그러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가 그러
한 행위에 이용되지 않게끔 보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138)

(나) 공동 응수로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조치들은 27개의 모든 EU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조
치이기 때문에 ‘공동 응수’(collective retorsion)로 볼 수 있다. EU사이버외교
툴박스는 응수 조치가 여러 국가들에 의해 ‘공동으로’ 취해질 경우의 이익을 보
여준다.
첫째, 공동으로 취해지는 응수 조치들은 개별 국가의 독립적 대응에 비하여
138)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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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적 부담을 완화시킨 대응이 될 수 있다.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
하여 대응을 고려할 때 국가들은 대응의 손익계산(cost-benefit calculation)
을 검토하기 마련인데,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
한 개별 국가의 대응은 그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대응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대응의 비용은 이들로부터의 또 다른 보복이나 국가간 긴장감 상
승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의 비용은 대응의 이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
러한 손익계산은 한 국가의 단독적 대응을 좌절시키고 망설이게 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손익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예
컨대,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한 자의 한국 영토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조치와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한 자가 한국 영토 내에 입국하거나 한
국 영토를 경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여러 국가에 의해 공동으로 동시에 취해지는 경우, 그러한 공동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대응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139)
둘째, 공동 응수는 잠재적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행위자를 공동으로 억지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EU사이버외교툴박스에서 EU는 “악의적 사이버활동
에 대한 EU의 공동외교대응의 가능한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는 것(signalling)
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잠재적 공격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EU와 EU회원국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40) 뿐만아니라 EU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한 외부 위협을 구성하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억지하
고 대응하기 위한 제한조치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EU사이버제한조치결
139) Annegret Bendiek, “The European Union’s Foreign Policy Toolbox in International
Cyber Diplomacy”, Cyber, Intelligence, and Security, Vol. 2, No. 3, 2018, p. 66;
CCDCOE, “Si vis cyber pacem, para sanctiones: the EU Cyber Diplomacy Toolbox
in action”, https://ccdcoe.org/library/publications/si-vis-cyber-pacem-parasanctiones-the-eu-cyber-diplomacy-toolbox-in-action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Fireeye, “Europe’s New Sanction Regime Suggests a Growing Cyber Diplomacy
Presence,” https://www.fireeye.com/blog/executive-perspective/2020/08/europe-newsanction-regime-suggest-a-growing-cyber-diplomacy-presence.html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140) EU사이버외교툴박스, 부속서(Annex),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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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마련하였음이 언급되어 있다.141) 이처럼 EU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에 따
른 조치들을 통해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알림으로써(signalling) 잠재적인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행위자
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142) 이로써 사이버공간을 악의적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적 행위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
이션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3)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에 대한 시사점
우리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사이버오퍼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
실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사이버안보 역량 내지는
의지를 잘못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를 겨냥한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다변화해야 하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선택해야 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국들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적 개념에서 벗어나 공세적 전략을
채택하고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사례로 악의적 사
이버오퍼레이션을 지원하는 개인, 기업 등 제3자 대상 제재 법안 마련 및 관련
조직 운영이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43) 이처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
하여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모색하고 있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대상으로 삼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
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의 다변화를 위하여 하나의 대응책으로써 EU
의 사이버외교툴박스상 사이버제한조치와 같이 공동으로 취해지는 응수가 가지
는 이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버위협에 대하여

141)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para. 7.
142) EU사이버외교툴박스 이행가이드라인, p. 2.
143) 관계부처합동,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 2019, p. 4.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사이버
안보전략｣,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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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나타나는 한계를 고려할 때, EU의 사이버제한조
치와 같은 공동 응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우리
에게 다음과 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은 타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국제위법행위인지를 구성하
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 없이도 응수로 대응할 수 있다. 응수는 타국에
대해 취해지는 비우호적이지만 합법적인 형태의 조치이다, 따라서 대응조치와
달리 응수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먼저 국제위법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지 않
으며, 그 국가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해서도 응수가 취해질 수 있다. 따라서 타
국으로부터의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국제위법행위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발생
하는 어려움, 즉 행위의 국가 귀속 내지는 국제의무위반 여부의 판단이 응수로
대응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경감된다.
둘째, 응수로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대응의 선택지가 다양하다. 응수는 그 요
건이 국제법상 위법하지만 않으면 된다. 따라서 EU의 사이버제한조치처럼 자
산 동결이나 역내 입국 및 경유 제한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여하던 원조의 철회,
외교관 초치 내지는 추방, 외교관계의 단절, 심지어는 합법적인 수준의 사이버
오퍼레이션으로 대응하는 것이 응수로서 대응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두 가지 유형인 자산 동결이나 역내 입국 및 경유 제한
의 옵션을 고려함과 동시에 응수로서 가능한 다양한 대응의 선택지들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EU의 사이버제한조치와 같이 공동 응수로 대응할 경우 대응의 국제정
치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
이션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 제한조치는 사
이버오퍼레이션을 수행한 자 또는 관여한 자를 대상으로 취해지므로 국가 대 국
가 사이의 대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
진다. 더욱이 이러한 응수 조치가 여러 국가에 의해 공동으로 취해진다면 개별
국가의 단독적 대응보다 대응의 국제정치적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 응수 체계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 응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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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 응수를 위해서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주목할 점은 EU가 다른 국가들이 EU의 사이버제한조치결정
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제한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
다.144) 2014년 이래로 한국과 EU는 연례적으로 사이버대화를 진행해오고 있는
데, 양국은 양국 간의 사이버대화가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외교적 대응을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145) 따라서 EU의 사이버제
한조치와 같은 대응 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한국과 EU 사이에서
일치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론
우리는 수년간 북한 등으로부터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의 대상이 되어온
만큼 한국을 대상으로 삼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대응 수단
을 모색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EU의 사이버외교
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와 같이 공동 응수로 타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제공하는 이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으로부터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 응수가 제공하
는 이익은 귀속이나 국제의무위반의 구성 여부의 분석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하
는 경우 요구되는 까다로운 법적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응수는 국제법상 위법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EU의 제한조치와 같은 자산동
결 및 역내 입국 또는 경유 제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수준의 사이버오퍼레이션
이 응수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응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144) EU사이버제한조치결정, 제9조.
145) EEAS, Press Release, 6th annual European Union – Republic of Korea Cyber
Dialogue, 24 November 2020,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89241/6th-annual-european-union-%E2%80%93-republic-korea-cyber
-dialogue_en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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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응수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응할 때
우려되는 국제정치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공동으로 취해지는 대응 체계는 악의
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의 비용을 그러한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악의
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하여 단독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유사입장국
과 협력하여 공동 응수 대응 체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EU는 다른 국가들이 EU의 사이버제한조치결정에 포함된 것과 유사한 제한조
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에 대하여 공동 응수로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서 한국이 EU와 공유하는 이해관
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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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U Cyber Restrictive Measures as
a Regime for Collective Retorsion: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Cybersecurity
Joohui Park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has attributed several cyber incidents to North Korea,
including 7.7 DDoS Attack in 2009, 3.4 DDoS Attack in 2011, Cyber Attack
on NH Bank in 2011, 3.20 Cyber Terror in 2013. However, it has not taken
any response against North Korea. Moreover, even though Russia’s military
intelligence agency, GRU, was blamed by the US and UK in October 2020
for the operation targeting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Gam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ill remains silent. Continuous inaction of South Korea,
however, could give its potential aggressors wrong messages regarding South
Korea’s cyber capability or will for respon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feasible ways to ensure that the proportionate cost for malicious
acts targeting the ROK should be paid. Considering the challenges South
Korea encounters in response to malicious cyber operations, collective
response rather than unilateral one could be a more realistic option. In this
regard, the EU Cyber Diplomacy Toolbox and its restrictive measures in
particular, considered as retorsion, can offer ideas for such a collective
response regim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ues of the EU Cyber
Diplomacy Toolbox as collective retorsion and draws lessons from i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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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영선 (건국대학교)

1. 서론
2.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가상징의 재조명
3.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
4. 결론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30일자 뺷로동신문뺸을 통해 처음 언
급된 이후 2018년 뺷조선여성뺸에서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진행되었고, 2019
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공식화 된 어젠다이다. ‘우리 국가제일주
의’는 세계가 우러러 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
쳐나가’자는 국가 목표이다.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당이 영도하는 체제
로서의 위상을 정비한 이후 세계적인 국가로서 발전하겠다는 의지인 동시
에 ‘세계적인 수준의 문명’을 누리는 인민들에게 ‘우리 국가가 세계에서 제
일 좋은 나라’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강요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이다. ‘우
리 국가제일주의’의 강화와 함께 주목받는 것은 국가상징이다. 김정일 애국
주의를 앞세우면서, 국가상징 교양 사업을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개하
였다. 문화 예술을 통한 문화교양 사업의 핵심 콘텐츠는 국기(國旗)이다.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영화 <우리 집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9년 ‘우
리 국가제일주의’ 선언과 함께 뺷로동신문뺸에 소개된 가요 <우리의 국기>
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방향과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본보기 작
품이다.

| 주제어 | 북한, 김정은,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 북한의 국가상징, 북한
영화 <우리 집 이야기>, 북한 가요 <우리의 국기>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를 콘텐츠로 하는 문
화예술 작품 분석에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체제에서 정치적 구호
이자 최고 수준의 이데올로기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화성15호 시험발사를 보도하는 뺷로동신문뺸 기
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를 통해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
가’로서 ‘가치’와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다.1) ‘세계가 우러러 보는 위대한 승
리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쳐나가’자는 국가 목표이다.2)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2017년 언론에 등장하였다. 북한의 정책은 2000년대
이후 국가를 향하고 있었다. 198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어젠다는 ‘조선민족제일
주의’이었다. 대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적 특성을 강조한 대응적 이데올로
기로서 민족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의미나 위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
졌다. 북한의 국가 어젠다는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에 무게를 두었다. ‘강성
대국’, ‘백두산강국’ 등의 용어에서 확인되듯이 ‘민족’보다는 국가로서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민족에서 국가로의 강조는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
년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확고해졌다.
2016년 조선로동당 7차 대회를 기점으로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당이 영도
하는 체제로서의 위상을 정비하였다. 노동당 중심의 영도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 온전히 전환하였다. 그리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군사적 대응력을 갖추었다고 선언하였다. 노동당이 영도
1) 2019년 1월 8일자 뺷로동신문뺸에 실린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에서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본질을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로 규정하였다.
2)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뺷로동신문뺸, 2019. 1. 2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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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국가로서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인민들
이 세계적인 수준의 문명’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이런 ‘우리 국가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함께 주목받는 것은 국가상징이다. 북한의 국가상징으
로는 국호(國號)를 비롯하여,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장(國章)
등이 있다. 국가상징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2017년을 전후
하여 국가상징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부터는 뺷노
동신문뺸에 국가상징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상징
이외에도 새롭게 여러 국가상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국가상징 재정립의 핵심은 국기(國旗)이다. 제7차 당대회를 전
후한 2016년에는 국기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이 창작되었다.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 진정한 애국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주제로 한 예술영화 <우리집 이야기>
의 종자는 국기 아래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019년 가요 <우리의
국기>를 발표하였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북한 내부로는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자 각종 국가급 행사에서 국기를 게양할 때 배경음악으로 연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상징의 재정립 과정을 국기(國旗) 콘텐츠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가상징의 재조명
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북한 언론을 통해 소개된 것은 2017년이었다.3) ‘대륙
3) 북한에서 ‘제일주의’는 정책의 집중성을 부각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한다. ‘제일주의’와 관련
한 용어로는 ‘인민생활 제일주의’, ‘자강력 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등의 사례가 있
다. ‘인민생활 제일주의’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관련하여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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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탄도로켓’ 화성 15형 발사 성공을 보도한 2017년 11월 30일자 뺷로동신문뺸 사
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에서 “모
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심
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력력히 아로 새겨야 한다.”4)는 구절을 통해 처
음 언급하였다.
이후 2018년부터 북한의 여러 언론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기사
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독립 기사로 처음 게재한 것은
뺷조선녀성뺸이었다. 뺷조선녀성뺸 2018년 2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박스 기
사가 등장하였다. 이어 6호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7호에 ‘우리 국가제
일주의의 기본요구’ 기사를 수록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시스템
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2018년에는 국가주의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조치로
‘조선인민군창건일’의 변경이 있었다. 2018년 1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인민군창건일’을 2월 8일로 결정하였다.5)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
서 ‘조선인민군창건일’은 2월 8일이었다. 그러나 1978년에 4월 25일로 바뀌었
다. 근거는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이었다. 그리고 2018년 40년 만에
원래의 기념일인 2월 8일로 다시 변경한 것이다. 국가 체제 안에서 시작된 ‘정
규적 무력’을 기념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근거였다. 그리고 4월 25일은 ‘조선인
민혁명군창건일’로 하였다. 두 개의 기념일로 분리하되, 국가의 공식 기념일로
구호라고 한다면 ‘자강력 제일주의’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자체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구호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20년 강화된 제일주의로 김일성의 ‘이민위천’과 연결하
여 김정은 시대의 정치 사상으로 강화한 제일주의이다.
4)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뺷로동신문뺸,
2017. 11. 30, p. 1.
5) “주체 37(1948년) 2월 8일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
민군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적인 날”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
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주체 37(1948)년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
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2월 8일을 조선인민국
창건일로 의의있게 기념할데 대하여,” 뺷로동신문뺸, 2018. 1. 2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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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민군창건일’로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운영 시스템의 변화이다.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로 등장한
2012년 이후 운영시스템을 온전히 당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당의 영도를 명
시하였고, 당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서 전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변화는 매년 새해에 발표하는 신년사의 변화이다. 매년 1월 1일에 발표하는 신
년사는 전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해당 연도의 발전 목표를 제시한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9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수령’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수령’이 한 번도 없었다.
2020년에는 신년사를 대체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가 나왔고, 2021년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친필 서한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를 앞둔 시기적 특수성이 고려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헌법이었다. 2013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헌법｣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이라
고 하였었다. 그런데 2016년에 개정된 헌법 서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
의조국이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로
‘수령’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수령’이라는 표현은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서 다시 명시되었고, 2021년 뺷로동신문뺸을 통해서 확인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수령’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발견된다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인 일이었다.6)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뺷로동신문뺸을 통해 언급된 것은 2017년이지만 국가로

6) 2019년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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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2016년이었다. 2016년 제7차 당대
회를 통해 핵 개발을 통해 ‘전략적 지위’를 내세우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
과 지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된 ‘미
국의 고립압살 책동’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유하였음을 인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2016년 제7차 대회는 김정은의 정치적 정통성을 당대회를 통해 인정받
는 절차적 완결성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로동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체
제로서 ‘선군정치’에서 온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대회였다. 사회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로서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을 새롭게 세팅한 대
회였다.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을 통해 국가 운영을 노동당 중심으로 재편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화성-15호 시험발사로 확인하면서, 이른바 ‘사회주의 강국’으
로서 국가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등장시킨 것이다.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서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처음 등장한 2017년 11월 30
일자 뺷로동신문뺸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
의 대승리｣에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
여 삶의 순간순간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서사시로 력력히 아로 새겨야 한다”면
서,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같이 언급하였다. 이후 미국에 맞
서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만들어 갖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표방
하면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강화되면서 ‘국가’와 관련한 구호들이 등장하였고, 애
국을 모티브로 한 문화예술 창작, 국가상징에 대한 교육 강화로 이어졌다. 2017
년 11월 30일 이후 2018년부터 뺷로동신문뺸을 비롯한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별도의 기사를 통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2018년 후반기부터는
국가상징에 대한 소개 기사가 이어졌다.7)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9년 1월 1일
7) 북한에서 어젠다의 위상은 최고지도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규정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도
‘김정일 애국주의’와 연결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았다. 2019년 1월 20일
자 뺷로동신문뺸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에 의하면 “자주의 강국, 불패
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한 원동력이며 끝없이 강성번영할수 있게 하는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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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최고지도자를 통해 언급되었고, ‘우리 국
가제일주의’의 의미, 본질 등에 대한 기사가 이어졌다. 국가 상징에 대한 교양
재인시과 문화예술을 통한 확산, 교육을 통한 교양사업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어젠다로서 자리잡았다.

나.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국가 담론 과정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처음 언급한 것은 2019년 1월 1
일 신년사였다.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입을 통하여 공식화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이전의 ‘제일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차원의 어젠
다이다.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발표하였다는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가 어젠다로 강조하였던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제
일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민
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여타 사회주의와의 차별을 강조하였다. 여타의 사회주의
와는 다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한 통치전략으로 ‘조선(우
리) 민족제일주의’를 전면에 내 세웠다.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강성
대국’, ‘강성국가’, ‘백두산대국’, ‘사회주의 문명국’은 모두 국가를 강조한다.8)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서의 정점에 ‘우리 국
가제일주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을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
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
회주의 우리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리자면서, ‘우리 국
가제일주의’를 언급하였다.

한 보검”으로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 기초로 규정하였다.
8) 전영선,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의 길, 전망과 과제,” 뺷북한학보뺸, 45집 2호(202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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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 국가제일주의’ 관련 기사가 뺷로동신문뺸은 본격적으로 게재되었다.
2019년 1월에만 해도 2019년 1월 8일 뺷로동신문뺸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을 비롯하여 1월 16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최후승리 앞당겨오리｣,
1월 17일 사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자｣,
1월 18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 떨치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 1월 20일 논
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 1월 21일 사설 “우리 국가제일주의
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1월 22일 논설 “우
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1월 27일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
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등을 실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후도 지속해서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핵심은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
심”에 있으며, “부강조국건설에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와 특출한 성
과를 이룩해놓은 인민만이 당당히 가질 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시대’의 새로운 이념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으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 “사
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과학기술과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
키”고, “문화분야에서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쳐나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9)
기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과 원리, 정치적 의미를 잘 파악하여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자는 내용이었다. “정치사상적 힘을 백방으로 다져”, “광범한 군
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우리 국가제일
주의’의 실천에서 강조한 것은 당 일군의 사업작풍이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건설을 위한 관리들의 사업작풍 혁신, 관료주의 척결, 부정부패 등의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였다.10)
9) ｢(논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뺷로동신문뺸, 2019년 1월 27일.
10) 구체적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한 “사람과 믿음의 정치” 구현, 당 사업 일군들의 사업
작풍 혁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였다. 특별히 당사업에 대한 부문으로
당일꾼의 사업 태도, 사업 방식에 대해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당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노동당원들에게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하라는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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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의 기사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선전이
중심이었다면 2019년 하반기 기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
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의 ‘경이적인 현실’을 이룩
한 정치적 영도의 근간으로 소개하였다.11) ‘우리 국가제일주의’ 교양 사업 강화
를 위한 단위, 지역, 생산현장별 우수 사례에 대한 보도를 연이어 진행한 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김정은 체제의 국가 운영 방향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김정은 시대의 어젠다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이후로도 확인된다. 2021년 4월 2일자 뺷로동신문뺸은 1
면 전면에 걸쳐 논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
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를 게재하였다. 논설에서는 “오늘 우리 공화국은 장구
한 발전행로에서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맞이
하였다”면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끝없이 빛내이는 것은 우리 세대에 부과된
더없이 성스로운 사명이다”고 하였다.12)

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가상징의 재정립
김정은 체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위상 정립에서는 국가상징이 적극적으
로 활용되었다. 국가상징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국가상징은 대외
적으로는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정체성을 대표한다. 국가상징은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사회적⋅도덕적 화합, 국민적
통합의 가치의 코어로서 기능한다.
국가상징은 국가의 성립도 국호(國號)를 비롯하여 국가상징을 발표하는 것으
11) 2019년 7월 4일자 뺷로동신문뺸 기사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조선
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자 - 불세출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를 우러러”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김정은의 정치적 업적과 영도로 소개하였다. “그렇다. 오늘의 경이적인 현
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애국헌신의 결정체이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실이다.
우리 원수님 아니시였다면 우리 인민이 어떻게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긍지높이 바라볼수
있고 천지개벽의 불길이 타번지는 이 땅을 가슴에 안아보며 끝없는 감격과 희열을 터칠수
있으랴.”
12) “(논설)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뺷로동신문뺸,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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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작한다. 북한에서 국가상징이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48년 발표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 (이하 1948년 헌법)이었다. 광복 직후까지 남
북은 태극기를 국가상징으로 사용하였다. 북한에서 북한의 국가상징을 처음 제
정된 것은 1948년 9월이었다. 북한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
립되면서부터 헌법 제정을 준비하였고, 1948년 9월 8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
國 憲法｣을 제정⋅발표하였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언하였
다.13) 국가 성립의 기본이 되는 모법으로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상징을 규
정하였다. 1948년 헌법에서 국가상징과 관련하여 규정한 국가상징은 국호(國
號), 국기(國旗), 국장(國章), 수도(首都)이었다.14)
1948년 헌법에서 국가상징을 제정한 이후 1964년에 국화(國花)로 ‘목란’을 지
정하였다. 국가상징은 1960년대를 지나면서 유일사상체계가 구축되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상징, 당에 대한 상징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국가상징에 대한 의미가 다시 부각된 것은 김정은 체제 이후였다. 1980년대
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 당국이 자주 사용한 용어는 ‘김일성민족’, ‘태양민족’,
‘아리랑민족’ 등과 같은 민족 관련 용어였다.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하여 ‘강성
대국’, ‘강성국가’, ‘백두산대국’ 등으로 ‘국가’ 관련 용어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국가상징은 2015년 뺷조선의 국수 소나무뺸를 출판한 것을
비롯하여 문화적인 차원으로 확산하였다.15) 국가상징 교양 사업은 국기(國旗),
13) 조재현, “북한헌법상 기본권조항 변화의 특징과 전개방향,” 뺷2017년 신진연구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뺸, 통일부(2017), p. 32.
14) 국가상징과 관련한 1948년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다”(제1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章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란 글자를 쓴띠로
벼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雄壯한 製造所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나리어 비치는 붉은별
이 있다”(제101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旗는 橫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위로 희고 푸른 세 빛의 旗幅에
다가 旗에달린便 붉은 幅의 힌동구라미 안에 붉은 五角별이 있다. 旗幅의 縱橫比는 一對二
로 한다”(제102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首府는 서울市다”(제103조).
15) 2015년 뺷조선의 국수 소나무뺸(평양: 평양출판사)에서는 소나무의 의미에 대해 “만경대혁명
일가분들의 애국애족의 뜻이 어린 소나무는 오늘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 우리 인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는 나라의 국수로, 사회주의조선의 상징으로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사랑속에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있다”고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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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歌), 국장(國章)과 같이 법으로 규정한 국가상징을 넘어 국화(國花) 목란
꽃, 국수(國樹) 소나무, 국조(國鳥) 참매, 국견(國犬) 풍산개, 국주(國酒) 평양소
주, 국어(國語), 국풍(國風) 등의 문화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가상징에 대한 교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8년이었다. 2017년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에 내
세우기 시작하면서, 2018년 한반기 이후 뺷로동신문뺸에서는 국가상징과 관련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학교 미술교육에서도 ‘국기’를 비롯하
여 국가상징에 대한 교육 강화를 촉구하였다.16) 국가상징에 대한 강조는 김정
일 집권 시기에 강조되었던 ‘우리 민족제일주의’라는 관점에서 ‘국가제일주의’
로 전환을 의미한다.17)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4월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는
‘사회주의 우리 문화가 제일이고, 우리의 생활 양식과 도덕이 제일이라는 긍지
와 자부심’을 강조하면서, ‘집단주의적 생활기풍과 도덕 기풍을 발휘’하여 시대
적 미감에 맞는 “우리 식의 혁명적이고 랑만적인 생활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널
리 향유”할 것을 요구하였다.18)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두 축으로서 ‘경제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도덕기풍’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문화건설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한 제도를
간직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의 아름
다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도덕적 풍모에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
의 문명국 건설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적인 도덕 기풍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
16) “미술교육과 우리 생활,” 뺷로동신문뺸 2018. 12. 29, p. 5. : “초보적인 미적의식과 미적정서
를 안겨주는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단계의 미술교육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우리 나라의 국기와 국장, 국수, 국견, 국조, 국화를 비롯하여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고 나라는 상징하는 대상들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각이한 종류의 미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어야 한다”
17)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뺷현대
북한연구뺸, 23권1호(2020), p. 9.
18)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
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뺷로동신문뺸, 2019.
4. 13.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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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문명국으로서 경제발전도 중요 하지만 체제의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사회주의 도덕기풍’의 강화로 강조한 것이다.

3.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
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가상징 콘텐츠
북한의 문화예술은 당의 정책을 반영하여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물로 제
작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등장한 이후 ‘국가제일주
의’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상징에 대한 체계
적인 교양과 홍보사업이 이루어졌다. 국가제일주의 교양 사업의 명분은 ‘조선민
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 고취이다. 2019년 2월 20일 뺷로동신문뺸 논설 ｢우
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 추동을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 국풍 수립’을 강조하였다. “전인민적인 애국기풍을 높
이 발휘하며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을 확립하며 국화와 국수, 국조, 국견과 같은 국가상징
들을 잘 알고 애호하는 사회적풍조를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김
정일 애국주의와 연결하였다.20)
북한에서 국가상징은 “다른 나라와 구별하기 위하여 만든 해당 국가의 공식적
표징”으로 “국호, 국장, 국기, 국가, 국어, 국화, 국수, 국조, 국견, 국주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슬기롭고 아름다우면 강의한 조선민족의 긍
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심어주는데서 국수, 국견과 같은 국가상징에 대한 상식
을 넓혀주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
19) 전영선,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으로 본 북한의 문화검열,” 뺷통일인문학뺸, 84집
(2020), pp. 43-70.
20)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기 위한 방도,” 뺷로동신문뺸,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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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라는 김정은의 교시를 명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알리는 국가상징물은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상
징과 문화적으로 차용하는 국가상징으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규정한 국가상징은 헌법으로 규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상징은 국호(國號)를 비롯하여, 국장(國章, 제
169조), 국기(國旗, 제170조), 국가(國歌, 제171조), 수도(首都, 제172조)가 있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외에도 국기와 국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22)
다른 하나는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국가상징이다. 2017년 이후 북한에
서 강조하는 국가상징물은 북한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넘어 문화적인 차원의 상
징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상징 교양 사업은 뺷로동신문뺸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8년 11월 11일과 11월 18일자 뺷로동신문뺸 5면에 국수(國樹) ‘소나무’를 소개
한 “민족의 억센 기상이 비낀 조선의 국수 소나무”(1, 2)를 비롯하여, 2018년
11월 25일과 12월 2일에는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 풍산개”(1, 2) 기사를 연재
하였다. 2018년 12월 9일에는 “민족의 슬기와 용맹한 기상이 어린 국조 참매”
기사를, 2018년 12월 23일에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조선의 국화
목란꽃” 기사를 나란히 게재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2019년 이후로는 국호, 국장, 국가, 국어(國語) 등에 대한 기사를 고정적으로
게재하였다.23)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교양사업으로 인민들에게 애국심
21) “국가상징을 통한 교양사업의 중요성,” 뺷로동신문뺸, 2018. 11. 18, p. 2.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등에 대한 내용은 뺷北韓法令集뺸(서울: 국가정보원,
2020) 참고. https://www.nis.go.kr:4016/resources/down/2020_north_law_01.pdf(검
색일 2021. 5. 2.)
23) 국가상징 기사로는 “우리의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뺷로동신문뺸, 2019. 1. 23, p.
2; “밝고 아름다우면서도 뜻이 깊은 국장｣, 뺷로동신문뺸, 2019. 1. 26, p. 2; “숭고한 조국애
를 깊이 심어주는 ≪애국가≫｣, 뺷로동신문뺸, 2019. 2. 2, p. 2;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의
국어｣, 뺷로동신문뺸, 2019. 2. 4 p. 2;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기상을 담은 국화-목란꽃｣,
뺷로동신문뺸, 2019. 2. 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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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취하며, 국가상징을 통해 인민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가정’이라는 담
론에서 사회주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한 지붕 아래 가족’으로서 일체감을 형성하
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당당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문화예술이 작동하고 있다. 국가 담
론과 전략을 콘텐츠로 구성하는 북한의 문화예술은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국가상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대표
적인 사례로는 2018년에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과 2019년의
<인민의 나라>, 가요 <조국찬가>, 가요 <우리의 국기>, 가요 <국기에 경의를 드
린다> 등이 있다.
국가상징을 콘텐츠로 활용한 문화예술은 ‘국가’, ‘나라’를 키워드로 한다.
2002년부터 공연을 시작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2015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18년에 <빛나는 조국>을, 2019년 <인민의
나라>를 공연하였다. <아리랑>은 민요 <아리랑>을 ‘원형’으로 ‘아리랑민족’의
수난과 희망이 주제이다. 북한 예술에서 민족주의적 특성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이다. 하지만 2018년 <빛나는 조국>이나 2019년 <인민의 나라>는 제목부터 ‘국
가’, ‘인민’을 표방하였다.
새로 지정되거나 소개되는 여러 국가상징에서 핵심은 국기(國旗)이다. 2016
년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에서 ‘사회주의 우리집’을 표상하는 핵심 종자는
국기였다. 국기 교양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가요 <우리의 국기>가 있다. 가요
<우리의 국기>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기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배경으로 연주하고 있다.

나. 국가주의 전조(前兆), 영화 <우리 집 이야기>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북한 언론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2017년이었다. 그러
나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새로운 국가로서 국가상징에 대한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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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국가 체제의 중심은 국기(國旗)였다. 국가를 상
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규
정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을 통해서 엄격
하게 관리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1992년 10월 22일 최고인
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0호 채택된 이래 2012년 4월까지 10차에 걸쳐 수정보
충 하였다. ‘국기법’에는 국기법의 목적을 비롯하여 상징과 보호 원칙, 국기 형
태, 국기 규격과 제작, 국기 사용, 국게 게양식, 국기 관리 등에 대한 49조의
규정과 국기 제작과 규격, 도안에 대한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24)
영화 <우리 집 이야기>는 국기(國旗)를 상징으로 한 새로운 가족주의를 구체
적으로 보여준 영화이다. 국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로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한다. <우리 집 이야기>가 김정은 체제를 반영하는 것은 하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집을 상징하는 ‘국기(國旗)’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
시한다.25)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에서 우리 집은 사회주의 제도 안에 사는 ‘인민의
집’이자 ‘김정은 원수님’의 품을 의미한다.26) 영화는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당
원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 고아를 돌보는 스토리를 통해 당(국가)은 자라는 아이
들을 지켜주고 품어주는 ‘우리 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에서 주인공인 리정아는 고아가 된 아이들을 열심
히 돌본다. 자기보다 불과 세 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은정이를 비롯한 아이들
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 주면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 리정아를 뒤에서 돌보는 책임비서가 있다. 책임비서는 리정
아가 소속된 청년동맹위원장에게 리정아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24) 뺷北韓法令集뺸(서울: 국가정보원, 2020), pp. 102-110. https://www.nis.go.kr:4016/resources/
down/2020_north_law_01.pdf(검색일 2021. 5. 2.)
25) 이에 대해서는 전영선,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2016)를 통해 본 김정은시대,” 민경찬
외 뺷21세기 북한의 예술뺸(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20) 참고.
26) 손태광, “영화의 감화력은 진실성에 있다,” 뺷조선예술뺸, 2017년 1호(2017), p. 29 : “예술영
화 ≪우리 집 이야기≫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고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것을 종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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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려주고 도와주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심장이 뛰는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
고민하던 리정아는 공화국 창건일에 동네에서 가장 먼저 국기를 게양한다. 나부
끼는 국기를 보면서 은정이 남매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 집 이야기>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있던 국기(國旗)를
중심으로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 지붕
아래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가족으로서 공동체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가족주의와는 비슷하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방안과 울타리라는 집안을 가르는
상징은 국기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아이들의 손으로 국기가 게양된 집 앞에서
마을 동네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으로 끝난다. 수령 아래 한 가정에서
국기 아래 한 가족으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2016년에 나온 영화 <우리 집 이야기>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선전하는 본
보기 영화로서 김정은 시대의 어젠다인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을 전조(前
兆)한 영화였다. 영화 <우리 집 이야기>의 키워드인 ‘(사회주의) 우리 집’은 ‘우
리 국가제일주의’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토릭(rhetoric)이다. ‘우리 국가제
일주의’가 처음 등장한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우리 국가제일주
의를 신념으로 간직해야 한다”면서,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집을 우리 손으로 잘
가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우리 집’을 키워드로 한 기사와 보
도가 방송언론을 통해 소개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 집을 잘 가꾸어
갈 것으로 반복해서 교양하고 있다.27)

다. 국기상징곡 가요 <우리의 국기>
(1) 가요 <우리의 국기>의 등장
국가상징을 문화적으로 확산하려는 사업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가요 <우리의
국기>이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19년 1월 1일 뺷로동신문뺸 3면을 통해 소개
27) 2021년 1월 28일 시리즈 기사 “사회주의 우리 집에 꽃펴나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2021년
4월 14일자 기사 “사회주의 우리 집은 인간사랑의 대화원” 등의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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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 뺷로동신문뺸을 통해서 곡에 대한 해석과 반향이 여러 차례 소개하였고,
공식 행사에서는 국기의 등장을 알리는 곡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등장부터 남달랐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소개된 지
면과 시기, 방식에서 다른 가요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첫째, 뺷로동신문뺸을 통해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새로운 가요는
공연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요는 뺷로동신문뺸에 소개된다. 2019년 소개한 가요 <우리의 국기>는 소개하는
시점이나, 지면, 분량 등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뺷로동신문뺸을 통
해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가요가 뺷로동신문뺸에 실리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가요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28) 역대로 뺷로동신문뺸
에 소개되었던 가요는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노래이거나 당과 관련한 노래, 통일
과 관련한 가요들이었다. 국가상징과 관련한 노래로는 가요 <우리의 국기>가
처음이었다.

28) 전영선, “‘민족제일’에서 ‘국가제일’로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의미와 전망,” 뺷KDI북한경
제리뷰뺸, 제22권 제7호(2020), p. 32 : “뺷로동신문뺸에 노래가 실리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가요가 뺷로동신문뺸에 소개된다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흔치 않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1월 1일에 게재된 경우도 2차례 있었다. 2011년 1월 1일에 가요 <승리의
길>이 있었고, 2012년 1월 1일에는 ‘새로운 100년이 노래로 시작하였다’는 의미를 담아 1면
에 가요 <조선의 힘>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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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표 시점이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19년 1월 1일에 소개되었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19년 1월 1일 1면, 2면에 실린 신년사에 이어서 3면
하단에 반 페이지 걸쳐 소개하였다. 2011년 1월 1일에 가요 <승리의 길>이 1면
에 실렸던 적이 있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2012년 1월 1일에 가요 <조선의 힘>
이 뺷로동신문뺸 1면에 실린 경우가 있었다. 2019년 가요 <우리의 국기>는 김정은
체제에서 1월 1일에 소개된 두 번째 가요였다.
셋째, 방식에서도 특별했다. 가요 악보와 가사만 게재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의 친필 사인을 함께 실었다. 뺷로동신문뺸에 최고지도자의 수표(사인)이 들어간
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29) 김정은의 친필은 가요 <우리의 국기>의 악보
위에 “노래가 대단히 좋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를) 창작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가요 <우리의 국기>가 처음 등장한 이후 ‘우리의 국기’는 모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불리는 노래가 되었다. 2019년 1월 12일자 뺷로동신문뺸은 전면에 걸쳐 가요
<우리의 국기>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소개하는 기사 “영광의 국기를 높이 날리
며 인민은 승리하리라 – 조국강산을 진감하는 노래 ≪우리의 국기≫에 대하여”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30) 이어 2019년 1월 25일자 뺷로동신문뺸은 2면에 정론
기사로 “공화국기발”을 전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정론 “공화국기발”은 “이 나라
인민이 자기의 가슴속에 생명처럼 간진하고있는 불같은 진정을 그대로 분출시
킨 노래 ≪우리의 국기≫가 조국강산에 메아리치고 있다”로 시작하면서 국기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였다.31)
이후 가요 <우리의 국기>는 단순히 널리 불리는 노래를 넘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國歌)급의 노래로 활용되었다. 2019년 조선중앙TV 방송을 시작하면서 가
29) 과거 정성옥이 세계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사인을 게재한 적이 있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2020년 최근에는 2020년 9월 6일에 태풍피해복구를 호소하면서, 사인을 실었
고, 2021년 1월 1일 신년 축하 메시지를 게재하면서 김정은의 친필 사인으로 게재한 적이
있었다.
30) “영광의 국기를 높이 날리며 인민은 승리하리라 – 조국강산을 진감하는 노래 ≪우리의 국기≫
에 대하여,” 뺷로동신문뺸, 2019. 1. 12, p. 2.
31) “정론, 공화국 기발,” 뺷로동신문뺸, 2019. 1. 2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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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먼저 방영한 노래였다. 이후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19년 이후 북한 국기가
등장하는 공식 행사에서는 국기

(2) 가요 <우리의 국기>와 국기등장곡
가요 <우리의 국기>는 국가(國歌)는 아니다.32) 당 창건 기념일을 비롯하여 공
식 행상에서 국기가 등장할 때 연주하는 국기 등장곡으로 빠짐없이 연주되고 있
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19년 1월 1일 처음 소개된 직후 대외적으로 가요
<우리의 국기> 위상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2019년 1월 26일부터 베이징 국가
대극원에서 개최된 북한예술대표단의 중국 공연이었다. 2019년 1월에 있었던
북한 예술대표단 방중 공연은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방중 공연으
로,33)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국가급 행사였다.34)
북한의 친선 예술대표단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대표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단장으로 280여 명의 규모로 구성하였다. 친선
예술대표단의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북중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2008년
에 있었던 가극 <꽃파는 처녀> 순회 공연의 경우에는 예술단 규모가 180명이었
다. 참가예술단체 또한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관현악단, 모란봉전자악단으로
명실공히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예술단이 참가하였다. 공연에서는 서곡(序曲)
<장강의 노래>에 이어서 ‘우리의 국기’를 연주하였다.35)
32) 북한의 국가(國歌)는 <애국가>이다. 북한의 <애국가>는 시인 박세영이 작사하였고, 김원균이
작곡하였다. 북한의 국가인 <애국가>는 모든 공식 행사에서 가장 먼저 연주하는 노래이다.
33)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북한 예술단의 공식적인 중국 공연은 없었다. 2015년
12월 현송월단장의 모란봉악단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연 직전에 취소되었다.
34) 북한예술대표단의 중국 공연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공연으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북중 양측 최고지
도자의 중요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문화교류 행사”(신화통신)이라고 밝혔다. 이번 친선예술
단 공연은 행사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합의에 따라 국제관계 부서에서 행사를 주최한 외교행
사였다. 이는 국가급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고위급 외교행사로 문화 차원의 국빈 방문 격에
해당하는 국가급 차원의 행사였다. 2019년 1월 23일 북한의 대규모 친선예술대표단이 평양
을 출발 24일 베이징 도착하였다.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공연장인 북경 국가대극원에서
리허설을 갖고, 26일부터 28일까지 친선예술 공연을 진행하였다.
35) 공연에서는 서곡으로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를 시작으로 가요, 클래식 연주를 포함한 관
현악연주, 기악연주, 합창, 가요, 가무 등의 종합 공연으로 구성하였다. 중국 가요로는 <장
강의 노래>,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사회주의 좋다>, <나의 중화민족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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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에게는 2019년 4월 12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위한
예술공연’을 통해 위상을 과시하였다. 공연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이었는데, 공연 제목이 <우리의 국기>였다. 공연의 서곡
(序曲)은 <우리의 국기>였다. 8명의 소년 소녀들이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김옥
주를 비롯한 가수들의 여성중창으로 8분여 동안 4절까지 불렀다. 또한 공연을
마무리하는 종곡으로 <우리의 국기>를 여성중창으로 부름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게 가요 <우리의 국기>가 어떤 곡인지를 확인해 주었다. 예술공연의 제목도 <우
리의 국기>였고, 시작과 끝을 가요 <우리의 국기>로 장식한 것이다. 이후 가요
<우리의 국기>는 북한의 국기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배경으로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6월 21일에는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대집
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공연에서도 첫 부분에서 북한 국기의 등
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다. 북한과 중국의 국기가 ‘5⋅1경기장’의 맞은편
에서 등장하여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 연주 속에 양국 국기 게양이 있었다.
공연의 후반부에서 다시 <우리의 국기>가 연주되었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20년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열병식’, 2021년
‘제8차 당대회기념 열병식’에서 국기가 등장할 때마다 연주함으로써 국가상징
인 국기의 등장을 알리는 국기 등장곡으로 자리 잡았다.

4. 결론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 체제에서 제기된 여러 정치적 구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이데올로기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화성15호 시험발

하네>, <나의 조국>, <군항의 밤>, <영웅찬사> 등이 있었고, 북한 가요로는 <우리의 국기>,
<달려가자 미래로>, <사회주의 지키세>, <사회주의 전진가> 등이 있었고, 조중친선을 주제
로 한 가요로는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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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보도하는 뺷로동신문뺸 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언급되면서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정
립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정리하자면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승리
와 특출한 성과’를 이룩해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
도록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쳐나가’자는 국가 목표이자, 인민들에게 요구하
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상징한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을 맞이하면서, ‘민족’을 전
면적으로 강화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국가 어젠다로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김일성민족’, ‘아리랑민족’, ‘단군민족’, ‘태양민족’ 등의 민족담론을 만들
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2000년이 시작될 무렵에는 국가 담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와 관련한 담론으로는 ‘강성대국’, ‘강성국가’, ‘백두
산대국’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북한 당국이 제시한 국가 담론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에 맞추어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집중되었다.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한 이후 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비하였
다. 구체적인 실행으로 나타난 것은 2016년 조선로동당 7차 대회였다. 조선로
동당 7차 대회를 기점으로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서 당이 영도하는 체제로서의
위상을 정비하였다. 노동당이 영도하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국가로
서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인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문명’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런 ‘우리 국가가 세계에서 제
일 좋은 나라’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핵심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함께 주목받는 것은 국가상징이다. 애국심을 앞세우면
서, 국가상징에 대한 교양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술을 통한 문화
교양 사업도 진행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국가상징 재정립의 핵심은 국기(國旗)
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나온 영화 <우리 집 이야기>는 국가상징
물인 국기를 키워드로 애국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어머니상을 제시한
다. 사회주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확대하여, 국기 안에 살고 있는 확장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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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국가를 재상지한다. ‘사회주의 한 가정’에서 ‘사회주의 한 가족’으로의
전환이다. 2019년 ‘우리 국가제일주의’ 선언과 함께 뺷로동신문뺸에 소개된 가요
<우리의 국기>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방향과 의미를 대중적으로 보여주는 본
보기 작품이다.
국가상징에 대한 교양 사업은 단순히 국가상징에 대한 이해와 긍지의 차원을
넘어선다. ‘김정일 애국(愛國)주의’를 비롯하여 ‘애국(愛國)’과 국가상징으로서
강조하는 국풍(國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의 상황이 악화된 2019년 이후
로는 국풍(國風)을 통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강조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
전하고, 경제적 고립이 심화 되고, 식량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명분으로 국풍을 활용한다. 국풍(國風)으로서 준법기풍을 강조하
면서 ‘사회주의 미풍양속’, ‘준법기풍’을 사회주의 문명국 공민으로서의 교양을
명분으로 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풍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건전한 도덕기풍’은 법적인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에
대한 충성의 ‘준법’기풍으로 연결된다. 국풍으로서 준법기풍은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 존
중하는 준법기풍”으로 강대국 공민으로서 당당하게 처신하는 문제로 이어진
다.36) 김정은 체제에서 국가상징 교양은 북한 체제 안에서 자긍심을 가져야 한
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36) 황금철,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뺷로동신문뺸, 2019. 2. 3, p. 2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다.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강대
국공민답게 존엄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는것을 습벽으로 굳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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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s “Our State First” Slogan and
Cultural Arts Using Contents Based on the
National Flag
Jeon Young-sun (Konkuk University)

North Korea’s “Our State First” is a political slogan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its highest level of ideology. The slogan first appeared officially
in a Rodong Shinmun article on the test launch of the Hwasong 15 in 2017.
Then, the slogan’s significance was reconfirmed in Kim Jong-un’s New Year
Address on January 1, 2019. Achieving “great victory and outstanding
accomplishments that the world looks up to” and thereby building “national
strength and stature” to enable the people to have “pride in the greatness of
the socialist fatherland” was defined as the national goal. Starting from the
7th Congres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in 2016, the regime
re-established itself as a normal socialist state led b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Operating as a normal state system led by the KWP, it declared that
it would create a country where the “people can enjoy world-class
civilization” through “breakthrough development.” The essence of “Our State
First” is to have “pride that our country is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The emphasis on “Our State First” has generated an increasing interest in
national symbols. With patriotism at the fore, the regime is carrying out an
extensive education on national symbols, including cultural education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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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s. The Kim Jong-un regime’s main emphasis in the re-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ymbol is centered on the national flag. “The Story of My
House,” a film released prior to the 7th Party Congress and “Our National
Flag,” a song introduced in Rodong Shinmun along with the declaration of
the “Our State First” slogan, are model examples demonstrating the direction
and meaning of “Our State First” in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 Kim Jong-un, North Korea’s “Our State First”, North
Korean’s national symbols, “The Story of My House”(North
Korea’s film), “Our National Flag”(North Korea’s song)
투고일: 2021.05.02.

심사일: 2021.06.02.

188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1권 2호(통권82호)

게재확정일: 2021.06.15.

필진
소개

(가나다순)

문경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부교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 민간위원, KOICA ODA 연구센터 자문위원, 평화분과 위원, 국제개발협력학회 편집위원장, 북한
연구학회 북한개발협력분과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개발협력과 북한개발
협력에서 인도주의, 식량원조, 시민사회 등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뺷공공외교 이론과 사례뺸(편저,
2020), “ ‘빈곤의 종말’ vs ‘죽은 원조’: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지식인들의 논쟁”(2020) 등이 있다.

박주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 전임연구원. 고려대 법학 박사.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국제법
관점에서의 사이버공간의 규율, 기술 발전과 국제법. 최근 연구로는 “최근 국가실행을 통해 비춰본
국제법상 무력 사용으로서 사이버 오퍼레이션”,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적 성격과 사이버
안보” 등.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실장/연구위원,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 역임. 현재 현대일본학회 연구이사, 한국유엔체제학회 홍보이사 등으로 활동 중.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 외교안보정책, 북일관계 등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뺷한일 관계의 긴장과 화해뺸(공저, 2019),
“일본 해상보안청 역할 강화의 흐름과 시사점”(2020) 등.

필진소개 _ 189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양대학교 문학박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교육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북한연구학회 감사, 북한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사회문화, 북한 문화예술, 남북관계 등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뺷어서와 북한영화는 처음이지뺸(2019), “사회주의 미풍양속과 준법기풍으로 본 북한의 문화검열”(2020)
등이 있다.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행정
학회 학술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민화협 정책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
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북한개발협력, 경제성장과 거버넌스 개혁, 시민사회와 민주
주의 등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 “Differential Eff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De-) Democratization of Authoritarian Regimes(근간),” “북한 대상 기술협력 분석과 협력 방안
연구(2020),” “체제전환국 대상 지식공유사업(KSP) 분석과 개발협력 시사점(2020)” 등이 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연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국
립대 연수를 거쳐 2000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한 이래 북한 군사⋅핵 문제를 천착했다. 2007년 북한대학
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학위(논문명: 뺷북한 비대칭 군사위협 연구뺸), 2013년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논문명: 뺷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행태뺸)를 받았다. 2016년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에서 주요 핵 보유국의 핵 운용전략과 북한의 핵 교리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2017년 국립외교원에 합류했다. 저서로 뺷김정일 공포를 쏘아올리다뺸(2009)와
뺷북한 군사전략의 DNA뺸(2013)가 있다.

190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1권 2호(통권82호)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15
| 봄호 |
1.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과 미국의 대응
: 셰일혁명이 글로벌 에너지 질서 및 전략판도에 미치는 영향

김충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이정우

3. 시진핑의 ‘발전자’대외정책경향과 중국의 대외정책 특징
: 마가렛 허만의 최고지도자 ‘인격특징’이론을 중심으로

이민규

4.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중⋅러관계 전망
: 협력과 갈등 그리고 회피

김진용⋅연성흠

5.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의 신패러다임
: 스마트파워 강화를 위한 국방⋅외교 전략

최윤미

6. 국제사회의 대북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정헌주⋅박건우⋅이윤아

| 여름호 |
1. 2009-2015년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협력과 경쟁

김연규

2. 2011년 정상회담 이후 러⋅ 북관계: 러시아의 대북 인식 분석

우평균

3. 북한의 권력승계는 왜 안정적인가?
: 지배의 정당성과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

이지원

| 가을호 |
1.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실태 비교 : 동맹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박휘락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권숙도

3.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 딜레마

정재홍

4.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증적 위협 분석과 한국안보에의 함의

이경행⋅임경한

5. 일대일로(一代一路)와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 형성

이지용

6. 안보수단의 비대칭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장노순

7.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세 가지 이미지

김상훈⋅윤용석

| 겨울호 |
1. 한국의 안보위협 변화에 대한 전망

윤종준⋅백병선

2. 현대테러리즘의 진화 추세에 따른 연구접근 방법론 고찰

조용만

3. 통일 25주년 동서독 사회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고상두

4.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정책적 시사점

고명덕

2016
| 봄호 |
1. 한국군 파병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과제

김인수

2. 아태 재균형과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전개 현황 분석
: 상호 경쟁과 협력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유희복

3.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한 국내연구의 성과와 한계

심양섭

4.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소고
: 2000년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 딜레마를 중심으로

이기현

5. 시진평 시기 중국의 부패 통제 메커니즘
: 공산당 권력 강화와 의법치국 사이의 딜레마

김진용

6.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 고찰:
신고전적 현실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정재욱

192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1권 2호(통권82호)

| 여름호 |
1. 한미동맹의 동맹 딜레마와 향후 한국의 한미동맹 전력

전재성

2.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정표수

3. 국가안보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통상법적 허용성

이상미

4. 중국공군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안보

이성훈

5.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김영규

| 가을호 |
1. 김정은 체제 변동 가능성과 추동 전략

김열수⋅김경규

2. 남중국해 美⋅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백병선

3. 한⋅중간 이어도 분쟁과 유형별 대응방안

고경민

4.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석재왕

5.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이상현

6. 호주와 일본의 대아세안 지원 협력 비교
: 다자 효용성을 중심으로

배기현

7. 글로벌 대테러리즘 포럼(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참여에 대한
한⋅일 비교

엄정식⋅조재원

| 겨울호 |
1. 미국의 사이버 전략에 관한 연구
: 북한, 중국, IS에 대한 목표, 방법, 수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표상호⋅정맹석⋅조관행

2. 분점정부에서 미(美) 연방의회 다수당 지도부에 대한 여론

민태은

3. 중국동포정책의 통일 및 경제 측면에서의 의의

심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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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봄호 |
1. 트럼프 시대 미러관계의 개선전망과 동북아에 대한 함의

고상두

2. 푸틴-아베 재집권(2012)이후 러⋅일 관계변화 동인과 전략적 함의

김정기

3. 미국에서 북핵 문제 정세 재평가와 정책 논쟁 (2016-2017.2)

박형중

4.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성훈⋅김한규

5. 중국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이상호⋅안성규

6. 일본 사이버안보 전략의 변화

이승주

7.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목표와 전략의 변화양상
: 대테러전과 대반란전 논쟁을 중심으로

윤태영

| 여름호 |
1.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2. 사이버안보와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
3. 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

김소정⋅양정윤
장노순
황기식⋅김현정

4. 2003년 이라크전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

양희용

5.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문순보

| 가을호 |
1. 신정부의 대미정책 및 한미관계

김현욱

2.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남기정

3.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이영형

4.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홍석훈⋅나용우

5.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전개방향 전망

이영균⋅이범찬

6. 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이수형

7. 플랫폼모델을 통한 공공외교 전략 분석

남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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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호 |
1.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
: 법안 발의의원과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본상⋅최준영⋅김준석

2.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지경학(地經學)
: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連俄打中)

이왕휘

3.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

박지연

4. 포스트냉전 시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이상과 현실
: 동아시아시대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 극복을 위한 길
5.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보화 문제

고성빈
문인철

2018
| 봄호 |
1.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 제도 분석

차정미

2.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김순태

3.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부승찬⋅박경진

4. 트럼프 행정부 FTA 정책의 탈국제정치화와 국내정치화

박진수

5.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
: 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이기태

| 여름호 |
1.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2.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허태회
김현경⋅김성진

3. 무력분쟁 재발 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 북한의 도발방식 변화

송태은

4.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과 경제제재, 1960∼1978

최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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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호 |
1. 이스라엘의 핵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 주는 함의

김태현

2.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3. 강성 권력과 연성 권력 측면에서 바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주도권 경쟁

박창건
세이훈 마흐무들루⋅신상윤

4.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윤해성⋅임유석

| 겨울호 |
1.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김재엽

2. 미국-적대국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본 북⋅미 관계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리비아, 쿠바 사례와의 비교

박경진⋅김용호

3. 한국 언론의 중국 뉴스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양갑용⋅장영태

4.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5.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이원영
최선⋅김재우

2019
| 봄호 |
1.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2.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박인휘
김태중

3.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1977-1991)에 대한 RMA적 사후해석의 극복
: 카터 행정부의 ‘상쇄전략’에 대한 기술 기회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4. 일본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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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이상현

| 여름호 |
1.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장노순

2.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홍석훈

3. ‘중국 특색 국제정치이론’ 논의의 출현과 향후 전망

함명식

4.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창권

| 가을호 |
1. 신흥안보 거버넌스
: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윤정현

2. 사이버 경제첩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의 한계와 미국의 대응의 시사점
3. 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
4. 북한 지도자의 호칭과 우상화에 관한 연구

박주희
이종서⋅문인철
이흥석

| 겨울호 |
1. 북미 핵 장기갈등
: 1993.3-2018.6

장경룡

2.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오수대

3.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엄현숙

4.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허태회

5.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지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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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봄호 |
1.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 국가의 기여
: 쟁점 및 전망

이정훈⋅박재적

2.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 군사지능화와 군민융합(CMI) 강화를 중심으로

차정미

3.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적 성격과 사이버안보

박주희

4.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석재왕⋅홍윤근

| 여름호 |
1.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 분석

양희용

2. 트럼프 시대 미군의 전력 운용개념 연구
: ‘전 지구적 운용모형(GOM)’과 ‘동적 전력운용(DFE)’을 중심으로

김태현⋅이성훈

3. 전환기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들의 도전과 과제

조윤영⋅이상호

4. 한국군 기반통신망 분석 및 발전 방향
: 지상군 중심으로

박태웅⋅한현진

| 가을호 |
1. 디지털 전환기의 산업재편과 ICT 기반 남북협력 방안

윤정현

2.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징

김수연

3. 정보화 시대 북한의 사이버 교육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사이버 교류협력을 위한 시론
4. 타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대응방안
: 행위, 제도, 관념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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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현숙
이성훈

| 겨울호 |
1.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와 미중갈등
: 한반도 문제의 연계성

박인휘

2.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과 평가

김영준

3.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인호

4. 국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와 외교전략 딜레마
: 인도 모디(Modi) 정부의 힌두 민족주의 국내정책과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의 충돌

김태형

5.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2.0 구상
: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

조재욱

2021
| 봄호 |
1. 냉전과 신냉전 역학비교
: 미⋅중 패권경쟁의 내재적 역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2. 프랜차이즈 이론을 통해 본 알카에다와 ISIS의 확산전략 비교 연구

반길주
전창범⋅석재왕

3. 동남아시아의 분절적 다자주의
: 위기인가 기회인가?

배기현

4. 해외 정보기관들의 정보체계 개선동향과 정책적 의미

허태회

5.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방향 연구

정한범

6.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
: ‘인간의 얼굴을 한 수령’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소환⋅발전

김종수⋅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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