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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안보의 대표적 이슈영역인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슈를 ‘안보화
(securitization)’ 과정의 유사성 및 상이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여러 신
안보 이슈 중 환경안보와 보건안보는 구성요소의 결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으
나, 상호작용의 복잡도는 높은 ‘점진적 무한형’ 이슈로 분류된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이슈의 안보화 과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데에 비교분석의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이슈의 경우 국제
적 수준에서의 여러 안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 차원의 담론 및 의
사결정구조에서 비안보적 플랫폼의 우세가 지속되는 반면, 보건안보 이슈의
경우 개별 국가차원에서 안보화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듯한 동향이 관
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안보화 과정의 원인에는 위협원이 훨씬 복잡하
게 산재해 있는 환경이슈의 특성과 1차적 방파제 역할을 하는 비안보 정부
기구의 대응 결과 차이가 기저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
안보 이슈에 대한 군·정보기관 등 전통 안보기구는 정당성 및 본연의 전문
성을 고려하여, ‘2차 방파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 주제어 | 신안보, 기후변화, 팬데믹, 안보화, 코로나-19

1. 문제 제기
최근, 여러 새로운 안보위협은 주로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이론적으로만 논의
되었던 신안보 이슈가 야기하는 실체적 위협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
다. 2021년 8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4백 2십만여 명에 이르는
바, 이는 베트남전 사망자 추계를 뛰어넘는 것이다.1) 또한, 최근 2000~2019년
기간 동안 연간 평균 500만 명이 이상기후로 사망했다는 연구가 보고되는 등
기후변화가 개인의 생명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2) 간헐적 사건으로 인식되었던 주요 기관 서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뚜렷
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제 주요 안보위협 중 하나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시 관측되고 있
다. 정경두 전(前) 국방장관은 “비전통 안보위협 대비 국방대응체계 구현을 국
방개혁 과제에 추가해 법률과 체계, 구조와 편성, 지원역량 등의 분야에서 능력
을 확충하고, 임무와 역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4) 또한,
학술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임무와 역할, 대민
지원의 분야 및 범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 정보기관
역시 기후변화, 감염병, 사이버위협 등 신안보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전략적 환
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정보활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활동 지원을 반영하는 '국가정보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6)
1) https://coronaboard.kr/ (검색일: 2021.8.1)
2)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708/107857669/1 (검색일: 2021.
7.21)
3) 김진광,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 분석 연구: 공격 기술의 유형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
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731 (검색일: 2021.
7.21)
5) 박재완, 정일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안보 변화와 군의 대응,” 뺷한국과 국제사회뺸
제5권 1호 (2021)
6) 오일석, “코로나19시대 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 뺷INSS 전략보고뺸, 2021년 제111호, pp.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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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 이슈의 현실적 도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응은 물론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문제의 소재는 ‘신안보,’ ‘비전통안보,’ ‘포괄안보’ 등 전통적 국가안
보와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범주에 포함되는 여러 이슈가 사실, 위협 주
체, 위협의 성격, 지속성, 단기적 사건의 파급성, 위협인식의 정도, 대응 주도
기관 등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의
경우 포렌식 기술이 전제되었을 때, 북한과 연계된 해커집단 등 그 주체를 특정
할 수 있으며, 가해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후변화 이슈의 경우 근본적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전 인류
의 생산 및 소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써, 위협주체를 특정 집단으로
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별 가해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여러 신안보 이슈들 간에는 또한, 특정 국가·사회 내에서 안보 이슈로 인식되
고, 또 다루어지는 ‘안보화(Securitization)’ 정도 및 유형에 있어서도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같은 코로나-19 위협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같이 보건·방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하여 질병관리청과 같이 비안보 국가기구가 해당 이슈
의 사회안보적 영향을 일차적으로 차단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는
팬데믹을 안보문제로 인식하는 정도에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문
제 역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미 국가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몰디브 등 태평양·
인도양의 군소도서국가와 기후변화 적응관련 정책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
진국 간에 같은 안보적 함의를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여러 신안보 이슈 간의 편차는 이에 대한 유형화 및 특성에 대한 분석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만일, 여러 신안보 이슈가 각기 여러 상이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면, ‘신안보’라는 광의의 개념틀에 기반한 정책대응 및 안보관련 국가
기구의 기능확대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특정 국가에서
A라는 신안보 이슈에 대한 위협인식은 매우 희박한 반면, B라는 신안보 이슈에
대한 위협인식은 강하고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연계하여 ‘신안보 이슈’라
는 광의 개념에 포괄하는 것은 효과적 정책대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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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효과적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두 이슈의 본질적 상이성은 각기 특
성에 맞는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광의 개념에 기반한 접근은 한계
를 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실증적 배경에서 이 글은 신안보 관련 여러 이슈들을 유형화하
고, 이중 ‘돌발적 무한형’으로 분류되는 기후변화 이슈와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보건 이슈를 코펜하겐 학파가 제시하는 ‘안보화’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한다. 이러한 사례선택은 두 이슈가 신안보의 같은 분류(typology)그룹에 속함
에도 불구하고, 안보화 정도 및 패턴에 일정한 상이성이 관찰된다면, 신안보 이
슈들간 상이성에 대한 분석 및 차별화된 대응 필요성이라는 이 글의 핵심 주장
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최대한 유사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간 변이
를 보이지 않는 변수를 상수로 고정하고, 상이성을 보여주는 비교기준을 독립변
수로 상정하는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과 그 논리적 궤를 같이 한다.7)
분석 결과는 두 이슈 간 안보화 경로와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기
후변화 이슈의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선진국 국내담론을 중심으로 주로
일방적으로 안보화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적 대응은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며 개별국가 국내 수준에서도 비안보적 정책대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등 보건이슈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협력이 사실상 실패
에 가까우며, 개별국가 수준에서 안보화 담론이 선택적으로 활용되며 국경봉쇄
등 전통적 안보 강화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글은 두 이슈의 근본적 상이성과 주
요 이해관계 당사국의 대응능력 차이가 이러한 변이를 만들어 내었다고 주장하
며, 따라서 우리 안보기관은 ‘보충성 원칙’에 입각하여, 각 이슈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안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7) 김명선, “미국, 영국, 한국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특성에 관한 연구 : 최대유사체계 분석 기법
(MSSD)을 중심으로,” 뺷상업교육연구뺸 제33권 제6호, pp.28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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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안보 이슈의 유형화와 안보화 과정의 상이성
가. 신안보 이론의 대두와 핵심개념으로서의 안보화(securitization)
전통적 안보관은 위협의 주체와 안보 확보의 주체 모두 주권국가를 상정한다.
16세기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19세기에 절정을 이룬 국민국가의 성립과 주로 전
쟁의 형태로 전개된 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이러한 접근법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사실 안보는 개념상 개인의 ‘안전(safety)’ 및 이
의 확보를 위한 노력에 기반하고 있다. ‘안보’의 영어식 표현 ‘Security’는 라틴
어의 ‘세쿠리타스(securitas)’ 및 고대 그리스어의 ‘아타락시아(ataraksia)’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정념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
미하며, 궁극적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심리적 필요조건으로 이해된다.8) 이처
럼, ‘안보’의 어원은 개인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정책이 공동체 수준에서 취해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 개념적 확
장이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국가 중심 안보관에 대한 도전은 이미 냉전기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1>
국가안보 담론이 절대시하는 '국익' 개념의 모호성 2> 국가 구성원들이 각기 상
이하게 국익 및 안보를 정의할 수 있다는 점 3> 국익과 안보의 추구 과정에서
비례성에 벗어난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 등이 주요 논거로 지적되었다.9) 이에
더해, 석유파동이 초래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은 경제문제 등 비안보적
이슈가 안보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여러
위협요인이 다양한 안보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계분석이 필요하다는 ‘포
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주목받기에 이르렀다.10)
8) 민병원, “안보담론과 국제정치: 안보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뺷평화연구뺸 제20권
2호 겨울호 (2012), p. 206.
9) Arnold Wolfers,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67, No. 4 (1952), pp. 481-482.
10) 홍용표,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뺷평화연구뺸, 제36권 4호
(2002),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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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에는 국가안보 중심의 전통적 안보관에 대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에 된다. 이는 내전, 종족분쟁, 정치적 억압에 의한 시민의 희생, 테러
리즘, 자원을 둘러싼 갈등 등 탈냉전기 초기 불거졌던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기
와 무관하지 않다. 르완다 내전의 경우 불과 100일 만에 최대 80여 만이 사망하
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그 어느 국가 간 전쟁에서도 그처럼 단기간
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국가 간 안보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안보관의 맹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내전이나 정치적 숙청 등 국가
에 의해 살상당한 사람의 수가 국가 간 전쟁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뛰어넘
는다는 경험적 연구 역시 전통적 안보관의 국가중심 전제에 심각한 도전을 던져
주었다. ‘정부에 의한 살상(democide)’에 관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한 루돌프 럼
멜(Rudolph J. Rummel)은 중국의 국공내전, 스탈린에 의한 정치적 숙청 등 자
행된 정부에 의한 살상의 수가 무려 1억6천9백만 명으로 추산됨을 밝혔다.11)
또한, 탈냉전기에는 기존 이론틀에서 안보 문제로 간주되지 않던 이슈영역이
안보의 범주에 포섭되는 안보개념의 확장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포괄
안보의 접근은 안보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the
alleviation of threats to cherished values)”으로 최광의의 의미에서 정의한
다.12) 이러한 개념의 확장에 따라, 이해 해당하는 위협원 모두를 안보 연구 및
안보정책의 일차적 대상으로 분류하게 된다. ‘타국’의 ‘군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안보와 달리, 탈냉전기 포괄안보 개념은 위협주체와 위협수단에
대해 개념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신안보·비전통 안보에 관한 연구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분쟁 및 평화
연구소(COPRI: Copenhagen Peace Research Institute)’를 중심으로 발전하
였는데, 이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일련의 연구집단을 '코펜하겐 학파
(Copenhagen School)’라고 명명하게 된다. 코펜하겐 학파는 전통적 군사안보

11) R. J. Rummel, Death by Government: Genocide and Mass Murder Since 1900 (London:
Routldedge, 1997), pp.1-30.
12) Paul D. William,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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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역시 안보의 영역에 포섭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보영역의 확장을 시도하였다.13) 코펜하겐학파의 신안보 연구
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안보화(secur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안보화란 특
정이슈가 안보 논리에 포섭되게 되는 정치적·사회적·담론적 과정을 의미하며,
전형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는 행위자가 은유(metaphor), 정책적 도구
(policy tools), 이미지(image), 유비(analogy) 등 수사구조를 활용하여 목표청
중(target audience)이 특정 현상에 대한 위협인식에 의도적 변화를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14)
안보화 과정은 주로 정치적 과정에 의해 다루어지는 ‘정상’이슈가 비상상황에
서 위임받은 특수집단의 관할영역이 된다는 의미에서 해당 이슈의 ‘비정상화’
과정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무엇보다 청중(audience)을 중심
에 두는 사고라는 점, 말(speech)과 행동(act)을 통한 대리자(agency)와 안보의
맥락(context) 간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이러한 안
보화 노력은 이를 시도하는 주체와 목표 청중이 특정 맥락과 이슈에 대한 구조
화된 인식을 공유할 때야 비로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15)

나. 안보화 과정에 대한 실증연구와 신안보 이슈의 유형화
이러한 안보화 과정은 여러 이슈에 걸쳐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어왔는데, 이러
한 연구들은 안보화를 추동하는 주체, 이들의 행동과 메시지, 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와 더불어 이슈의 맥락 역시 중요하게 작용함을 지적한다. 즉, 안보화 과정
을 촉진하는 특수한 사건(event)의 존재여부와 그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13)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2nd ed.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1991)
14) Thierry Balzacq, Securitization Theory: How Security Problems Emerge and Dissolve
(Milton Park: Routledge, 2010), p.3.
15) Karin Svedberg Helgesson, Ulrika Mörth, Securitization, Accountability and Risk
Management: Transforming the Public Security Domain, 1st edition (London: Routle
dge, 201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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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전통적 안보기구의 권한 확장이라는 성공적 안보화 과정
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주체가 전통적 적성국일 수 있다는 특수한 이슈의
맥락(context)이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의 군 당국은 ‘7.7 디도스 사이버 테러’
의 배후에 북한군 산하 110호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북한 해커부대가 있으며,
그 조직 규모와 수준이 상당하다는 공개적 평가를 한 바 있다. 이는 안보화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16) 이러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 안보기구의 권한 확장으로 나타났는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이 바
로 그것이다.17) 이러한 안보기관의 권한확장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
한 우려 및 이에 따른 정책적 저항을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 이슈의
안보화 노력은 상당한 정책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 사이버 이슈의 안보화 과정 핵심요소
구성요소별 분석
행위자(Agent)
분석
수준

목표청중(Audience)
행위(Act)
이슈의 맥락(Context)

-사이버 공격 피해집단
-핵심 정책결정권자, 일반국민
-사이버 공격이 초래하는 피해 규모 적시
-북한과의 연계성 강조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반복된 디도스 공격

사실, 해킹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안보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는 인터넷의 대중보급이 이루어지던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1991년에 이미 미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는
“미국이 전 생활영역에 걸쳐 컴퓨터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테러리스트는 근미
래에 폭탄보다는 키보드를 통해 위협을 가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18) 그러
16) 이병호, “안보화 이론을 통해 본 군(軍) 사이버 사령부 창설 및 사이버 정책 제도화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2019), p.47.
17) 조화순, 권웅,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
교,” 뺷정보사회와 미디어뺸 제18권 2호 (2017), pp. 97-120.
18)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 Computer Sciꠓence and Telecommunications
Board. Computers at risk: Safe computing in the information age (Washington, DC:

신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슈의 비교를 중심으로 _ 9

나,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사이버 이슈의 안보화 과정은 매우 점진적으로 전개되
었으며,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리즘·사이버 전쟁 간의 개념 혼란 및 실재적
위협이 과장되었다는 회의론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사이버 테러리즘의 경우 그
개연성에 대한 반복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테러그룹의 해킹 능력이나 주요 국가
기관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이러한 회의론의
핵심적 논거이다.19)
그러나, 미국에서 사이버 이슈이 안보이슈로 인식되고, 국가 차원이 정책 대
응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 정책결정자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속적 안보화 노력
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오클라호마 주 청사 테러사건 직
후, ‘국가 주요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자문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CCIP)’를 설립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활
동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20)
1998년에 이르러서는 정책결정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의 빈도가 급증하였
는데, 존 도이치(John Deutch)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사이버 위협 문제가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에 비견할 만한 중대한 위협요인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21) 이후, 2001년 9·11 테러 사건에 이어 2007년 러시아의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 이어지자, 미 국방성은 2009년 사이버 사
령부(USCYBERCOM: United States Cyber Command)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2019년 현재, 동 기관의 연간 예산은 약 5억 달러에 이르며, 사이버 작전계획
수립, 다른 부서와의 협력, 통합 및 동기화 등의 임무에 주력하고 있다.22) 이러
한 전통적 안보기관의 권한 확장이라는 안보영역 확장의 가장 가시적 결과는 물
론, 코펜하겐 학파 이론의 강조하는 안보화 과정이 수반된 것이었다. 미국에서
National Academy Press, 1991), p.7.
19) Myriam Dunn Cavelty, “Cyber-Terror—Looming Threat or Phantom Menace? The
Framing of the US Cyber-Threat Debat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Vol. 4(1) 2007, pp.21-23.
20) 김성연·이준경·이경호,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및 비상대비 통신 체제 발전 동향 분석 시사
점,” 뺷전자통신동향분석뺸 제17권 제6호 2002년 12월, p.136.
21) Myriam Dunn Cavelty, Ibid., p.25.
2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20.7.23. 제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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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이슈의 안보화 과정은 1>상정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총동원하는 과잉
안보화(hyper-securitization) 2>일상적 안보위협의 강조(everyday security
practices) 3>전문영역화(technification) 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 것이
다.23) 이를 상술하면, 과잉 안보화란 기존 국가안보 체계가 새로운 위협에 대응
할 수 없는 여러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협인식 수준을 끌
어올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정당화하는 시도이다. ‘전자적 방식을 사
용한 진주만 공격(electronic Pearl Harbor)’와 같은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언
론 보도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발언 등은 이의 예시이다. ‘일상적 위협의 강조’
란 위협대상과 미국인 개인의 생활 및 경험 사이에 연계성을 강조하는 방식의
메시지 발신을 의미한다. 이메일 해킹, 금융거래 위협 등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실생활의 불편이 안보화 담론에서 강조된 점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24) ‘전
문영역화’란 사이버 이슈의 기술적 측면으로 인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다룬 인
력들이 해당 이슈를 다루어야 하므로 안보기구에 사이버안보에 관련된 권한의
위임을 정당화하는 담론을 의미한다.25)
문제의 소재는 이러한 사이버 이슈의 안보화 과정과 전통적 안보기관의 성공
적 권한 확장이 일률적으로 다른 신안보 이슈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에 있
다. 경제활동의 사이버 공간 의존도 증가, 실제 사이버 공격의 발생, 이를 활용
한 지속적 안보화 담론 등 사이버 안보 고유의 조건이 다른 이슈에도 갖추어졌
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안보의 여러 이슈에 나
타난 안보화 과정을 각기 개별 이슈의 특성 중심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높
인다. 아래 <표 2>는 코펜하겐 학파가 초기 저작에서 안보영역별로 안보화 과정
에 미치는 핵심적 상호작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이미 이슈 영
역별 상이한 안보화 과정을 전제하는 것이나, 각 이슈의 표피적 특성을 기술해
놓았을 뿐, 안보화 과정에 미치는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유형화라고
23) Lene Hansen and Helen Nissenbaum,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3, no.4, p.1157.
24) ibid., pp.1165-1166.
25) ibid., pp.1166-1168.

신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슈의 비교를 중심으로 _ 11

보기는 어렵다. 또한, 특정 국가·사회에서 일정 기간 진행된 안보화 과정에 대
한 실증분석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 역시 지니는 것이다.

<표 2> 안보영역에 따른 안보화 과정 비교
영역
군사
환경
경제
사회
정치

상호작용의 유형

안보화의 동적 과정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 국경, 국민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외부 적대

동반한 관계

세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촉구

인간활동과 지구생태계 생태계 및 인간생명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위협요
간의 상호작용
무역·생산·투자관계
집단정체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

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촉구
시장기능, 생산·소비 등 경제활동 영위에 가해지는
위협요인 대한 정책적 대응의 촉구
언어·문화 등 집단적 사회적 정체성에 실존적 위협
을 가하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촉구

정부운영의 안정성 및 주권, 안정적 정부통치, 공유된 이데올로기에 실존적
통치와 관련된 관계

위협을 가하는 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촉구

* 출처: Barry Buzan, Ole Wae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Lynne Rienner), p.7.

최근의 연구들은 여러 신안보 이슈의 고유 특성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한 유형
화 기준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김상배(2016)의 연구는 ‘구성요
소의 결합도’와 ‘상호작용의 복잡도’ 고저를 중심으로 여러 신안보 이슈를 (1)돌
발적 한정형 (2)돌발적 무한형 (3)점진적 한정형 (4)점진적 무한형으로 유형화
한다. ‘구성요소의 결합도’란 각기 다른 구성요소 간의 시공간적 연결의 필요성
을 의미하며, 결합도가 높은 이슈의 경우 인접한 다른 부문으로 급속히 전파되
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본래 이 개념은 산업조직의 유형화 및 특성 분석을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예를 들어, '케이레츠(系列)'로 표현되는 여러 기업 간 연계성
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높은 결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으며, 이와 유사한 지배구조를 가진 한국의 여러 기업집단 역시 높은 결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합도가 높은 상태에서 한 행위자에게 닥친 위험은
다른 행위자에게 쉽게 퍼지게 되는데, 한 계열사의 재정악화가 기업집단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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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으로 이어지곤 했던 금융위기를 떠올리면 구성요소의 결합도의 개념은 보
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26)
‘상호작용의 복잡도’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발생하는 구성요소 간
피드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복잡도가 높을수록 위험의 범위가 증가한다. 매
우 단순한 단선적 상호작용 시스템에서는 A라는 요인이 B라는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역으로 B라는 요인은 A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복잡
도가 높은 시스템 하에서는 A와 B 요인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행위자
수 및 관련 요인의 증가는 이러한 복잡도를 더욱 높인다.27) 복잡도가 높은 시스
템은 물론 정책 결정자가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저자는 각 유형별로 바
람직한 거버넌스 모델 역시 제시하는바, 점진적 무한형 이슈의 경우 ‘초국적 참
여모델’을 가장 이상적 시스템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류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시스템 속성과 위험발생 유형에 따른 신안보이슈 분류
[1-영역] 돌발적 한정형

[2-영역] 돌발적 무한형

전통안보

원자력안보

높음

자연재해

사이버 안보

구성요소의 결합도

*정부 주도모델

*정부 간 협력모델

(위험의 발생속도)

[3-영역] 점진적 한정형

[4-영역] 점진적 무한형

인간안보

보건안보

사회안보

환경안보

*정부 간 협력모델

*초국적 참여모델

낮음
낮음

높음
상호작용의 복잡도 (위험의 파급범위)

출처: 김상배 엮음, 뺷신흥안보의 미래전략뺸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6), pp.52-54.

이하에서는 여러 신안보 이슈 중, 상기 유형화가 ‘점진형 무한형’으로 분류하
26) Herbert Kitschelt, “Industrial Governance Structures, Innovation Strategies, and the
Case of Japan: Sectoral or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utumn, 1991, Vol. 45, No. 4 (Autumn, 1991), p.480.
27) Ibid., p.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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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안보·보건안보의 안보화 과정 및 그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두 이슈는 국
경을 모르는 광범위한 위험을 가한다는 점에서 높은 상호작용의 복잡도를 보이
나, 몇몇 전제하에 구성요소의 결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을 지닌
다.28) 이러한 사례선택은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의 논리구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만일 아래에서 분석하는 환경안보와 보건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에서
일정한 상이한 패턴이 관측된다면, 이는 두 사례 공통의 특성인 구성요소 결합
도 혹은 상호작용의 복잡도 요인이 자연적으로 통제되어, 이외 다른 요인의 영
향력을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29) 예를 들어, 환경과 보건이슈의 공통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 국제사회 혹은 주권국가에서 기후변화 이슈와 코
로나-19 이슈의 안보화 정도에 변이가 확인된다면, 이는 안보화 ‘과정’의 차이
가 상이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이하의 비교연구가
분석적 의의를 가진다.

3. 기후변화이슈의 안보화: 과학적 합의의 확장과 비안보
플랫폼의 정책주도
현대 인류는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의 결과로 다양한 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1952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 현상은 무려 1만 2천여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0만명 이상의 영국인이 이에 따른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30) 이는 단순히 간헐적이고 극단적 사건의 결과가 아닌 추세
28) 물론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을 볼 때, 보건이슈의 위험발생 속도가 낮다는 분류에 대해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의 특수성과 방역체계의 비효율성이라는
조건이 결합된 특수한 상황의 결과물이며, 기타 질병의 구성요소 결합도가 원자력안보·사이
버안보 수준에 달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9) Carsten Anckar, “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nd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in Compar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 11, No. 5, December 2008, pp. 389–401.
30) 팀 스메들리, 뺷에어 쇼크뺸 (서울: 예문 아카이브, 2020),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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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인데, 세계보건기구의 한 연구는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권
고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
의 수가 7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1) 이러한 환경위협은 비단
대기오염의 예에 그치지 않고 수질오염, 자원고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
번한 발생,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 생물 종 다양성의 감소, 미세 플
라스틱에 의한 토양 및 해양오염, 안정적 식량 생산의 어려움 등 모두 기술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위협의 특징은 그 위협의 주체와 피해 객체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 상기한 사이버 테러 사례의 경우 기술적 어려움으로 그 행위
주체의 최종적 확인이 쉽지 않을 뿐, 공격의 행위 주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오염원의 배출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본질적 특질에 기인한 것이어서, 현대적 생활양
식을 공유하는 인류는 환경적 위협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 또
한, 다른 안보 위협요인에 비해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 가능하며, 그 영
향이 점진적으로 미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위협의 특성은 이를 안보화 과정 및 담론구조에서 다른 영역과는
구분되는 특징적 수사구조(rhetoric)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
한 특성으로는 무엇보다 과학적 연구결과가 권위적 준거틀(frame of
reference)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민자 집
단이 사회적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집단
적 인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특정 화학물질의 배출이 인간 건강과
집단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출발점
이 된다.
이러한 환경위협의 특성은 이를 안보화 과정 및 담론구조에서 다른 영역과는
구분되는 특징적 수사구조(rhetoric)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

31) https://www.who.int/health-topics/air-pollution#tab=tab_1 (검색일: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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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으로는 무엇보다 과학적 연구결과가 권위적 준거틀(frame of reference)
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민자 집단이 사회
적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집단적 인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특정 화학물질의 배출이 인간 건강과 집단의 안보
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출발점이 된다.
여러 환경문제 중 현재 가장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기후변화문제 역시 이러
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 그 심각성이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50년대 후반,
Charles D. Keeling 등 선도적 대기과학자는 하와이 마노아 관측소에서 열기구
를 쏘아 올려 대기 중 탄소 포집도의 변화추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
였고, 동 연구는 해가 갈수록 포집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대기구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는 이것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을 성립하게 하고, 이에 대한 여러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32) 이
후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인간 활동에 의해(anthropogenic) 배출
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
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의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잔류하여 지구 복사열이 우주로 방출되는 것을 막음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
및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 자연생태계 파괴 등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하나의 과
학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33)
인간활동이 기후변화의 주범일 수 있다는 과학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 국제기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 간 활동 및 합의의 과정에 의
해서였다.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al Environmental Program)
과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1988년에 공
동으로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IPCC는 전 세계 약 3000

32) https://scrippsco2.ucsd.edu/graphics_gallery/mauna_loa_record/mauna_loa_record.
html> (검색일: 2021.6.1)
33) 전의찬 외 지음, 뺷기후변화: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뺸 (서울: 지오북),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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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학자, 경제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
으로서 통상 5~7년 주기로 발행되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의 원인,
추이,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가장 권위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4)
2021년 8월 발간된 제6차 실무평가그룹 보고서를 포함, 총 여섯 차례의 IPCC
평가보고서 및 기타 기후변화 관련 연구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물, 식량,
건강, 토지, 생물 다양성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평가받
는 Stern Review는 다음 <표 3>과 같이 이를 요약하고 있다.

<표 3> Stern Review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도
상승

물

음식

건강

토지

환경

최소 30만 명 영구동토가 적어도 10%이
이 기후와 관 녹아 캐나 육상생물이 멸
온대 지역에
5천만명의
물
련된 질병으 다·러시아 종위기에 처하
~1oC
서 곡물생산
공급 위협
로 사망(설사, 등의 지역에 며, 80% 이상
이 약간 상승
말라리아, 영 서 건물과 도 화의 산호가 백
양실조 등)
로 파괴
화
일부지역의
아프리카에서 해안침수에
열대지역에
가용 수자원
4~6천만명이 따라 약 천만 15~40%의 생
서 곡물생산
2oC
이 20~30%
말라리아에
명의 사람이 물 멸종 위기
급감
감소
노출
영향받음
1억 5천~5
억 5천만 이
상의 사람들
발생으로
1~3백만 이상
이 기아에 시
10~40억
이
의 사람들이
달릴 위험
3oC
상의 사람들
영양실조로
고위도 지역
이 물부족으
사망
에서 농산물
로 고통 받음
생산량 정점
도달
극심한 가뭄

가시적
변화
대서양에
서 열 염
분 순환
의 약화
그린랜드
빙상이
녹기 시
작하여
해수면이

최대 7m
매해 최대 1 20~50%의 생 상승
억 7천만명 물 멸종 위기
까지 해안 침 아마존 열대우 서남극
수 겪음

림 파괴

빙상의
붕괴위험
상승

34) Peter M. Haas,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1 (1992),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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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와 지중해 지 아프리카에
8천만 명에 이
역에서 가용 서 농산물 생
4oC
르는 사람들
수자원의
산 15~35%
이 말라리아
30~50% 감 감소
에 노출
소 가능성
히말라야 빙
하가 사라져 해양산성화
중국·인도 가 계속되어
5oC 의 수많은 사 해양생태계
람들에게 악 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파괴

매해 3억명
까지 해안침
수 겪음
해수면 상승
이 군소도서
국과 저지대

북극 툰드라 절 대서양의
반 정도 상실 열 염분
순환이
절반 이상의 자 완전히
연보호 구역이 붕괴될
제 기능 상실 위험 상
승

및 뉴욕, 런
던, 도쿄 등
주요 도시들

가능성
을 위협
최근
여러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에될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
5o C
수준이 5°C 이상일 수 있으나, 그러한 변화의 결과는 현재의 모델로
이상
예측하기 어려움.

출처: <http://mudancasclimaticas.cptec.inpe.br/~rmclima/pdfs/destaques/sternreview_report_complete.
pdf> (검색일: 2021.6.1)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과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고, 기후변화가 안보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담론의 형성과 확산
은 상기 코펜하겐 학파가 제시한 ‘안보화’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안보화
노력은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과학 연구의 결과가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80년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기후변
화로 인한 식량·어족·수자원의 고갈이 취약국가에서 종족갈등 및 국제분쟁의 증
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35)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제시하여 이후 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국제레짐의 형성
에 크게 기여한 브룬틀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는 기후변화에 관한 여
러 과학적 증거와 인구증가 추이를 적시하면서, 환경위기의 심화·확장은 국가안
보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 점은 이러한 초기 안보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36)
35) Norman Myers, “The Environmental Dimension to Security Issues,” Environmentalist
vol. 6, Issue 4 (1986),pp. 251–257.
36)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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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영국 등 주요국 국내에서도 기후변화를 안보이슈로
프레이밍하는 담론이 확산하게 되는데 특히 기후, 자원고갈, 범죄, 인구 과밀
화, 부족주의, 질병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전지구적 영향을 경고한
Robert D. Kaplan의 “The Coming Anarchy” 라는 기고문은 백악관 정책결정
자들에게 널리 회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동 기고문은 여러 비전통 안보 이
슈들이 대응할 능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특히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여러
분쟁을 격화시킬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안보화 노력은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의 국가안보보고서가 환경·기후변화 문
제를 별도의 안보위험 요소로 적시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이미 1994년에 “모든 안보위협이
군사적 형태를 띄는 것은 아니며, 초국경적 환경문제가 국제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38) 영국 국가안보보고서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2009년
판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점점 더 세계적 수준의 안보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
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빈곤 악화, 이민 패턴의 변화, 기존 취약국가의
안정성 저해 등을 가져오는 등 기존 위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
서, 안보적 관점에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의 폭을 줄이고 이미 발
생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적시하였다.39)
기후변화 의제의 안보화 담론은 국제수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7년 최초로 기후변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특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에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러
한 과정은 특히 영국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가렛 베켓(Margaret Beckett)
외무장관은 2007년 4월 17일,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베켓 장관은 의장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영국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자원고갈은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Chapter 1, Para 22.
37)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1994/02/the-coming-anarchy/304
670/ (검색일: 2021.6.1)
38) https://nssarchive.us/wp-content/uploads/2020/04/1993.pdf (검색일: 2021.6.1)
3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national-security-strategy-of
-the-united-kingdom-update-2009,”pp.8-9 (검색일: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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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공동의 딜레마라고 지적하고, ‘기후변화의 안보적 함의’
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40) 이후, 유엔 안보
리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와 안보문제를 연계 짓는 여러 회의가 개최된바,
이는 아래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4>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진 환경-안보 연계 관련 회의
일시

의제

회의 유형

제안국가

2007.4

'에너지, 안보, 기후(Energy, Security and
Climate)'

공개토의

영국

〃

벨기에

〃

독일

2007.6

'천연자원과

분쟁(Natural

Resources

and

Conflict)'

2011.7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기후변화의 영향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mpact of Climate Change)'

2013.2

'기후변화의 안보적 측면(Security Dimensions
비공개 회의
of Climate Change)'

2013.6

'분쟁방지와 천연자원(Conflict Prevention and
Natural Resources)'

공개토의

2015.6

'위협
증폭요인으로서
기후변화(Climate
비공개 회의
Change as a Threat Multiplier)'

2016.4

'수자원, 평화,
Security)'

2016.5

안보(Water,

Peace

and

'사헬: 기후변화의 영향과 사막화(The Sahel: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
브리핑

Desertification Briefing)'
2016.11

'수자원, 평화,
Security)'

안보(Water,

Peace

and

2017.6

'예방외교와 월경하천(Preventive Diplomacy
and Transboundary Waters)'

2017.12 '기후변화(Climate Change)'

영국/
파키스탄
영국
스페인/
말레이시아
세네갈
스페인/
이집트

공개토론

세네갈

브리핑

볼리비아

비공개 회의

영국 외
9개국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복합적 위협요인에 대
2017.12 한 대응(Addressing Complex Contemporary
Challeng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공개토론

일본

40) 최원기, “기후변화와 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뺷주요국제문제분
석뺸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년 3월 18일.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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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기후관련 안보
Security Risks)'

위협요인(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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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후변화 이슈의 안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이슈에서
확인된 전통안보기구의 권한 확장 및 조직재편과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를 안보화의 성패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다른 신안보 이슈와 비교해서도 기후변화 문제의 안보
화 노력에 대해 훨씬 강한 회의론이 대두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회의론
의 근거로는 첫째, 기후변화와 국제분쟁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만, 기후변화가 자원고갈, 식량 수급의 불안
정, 난민 발생, 나아가 내전 혹은 국가 간 전쟁 발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
적 가설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여러 양적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41) 여러 국가 시민들을 대상
으로 한 실험 서베이 결과는 비슷한 맥락에서, 다수 시민들은 기후변화가 지구
41) Nils Petter Gleditsch, "Whither the weather? Climate chang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49, no.1,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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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어딘가의 누군가에게 위험을 끼칠 수는 있겠으나, 자신에게 미치는 위협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42)
둘째,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긍·부정적 측면이 상존하는 복합적인 것이고,
국가 간 분쟁은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이라기보다는 국제체제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무정부성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북
극 빙하의 해빙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 지역 침수의 위협을 높이지만, 북극
항로의 이용 가능성 확대에 따라 러시아, 노르웨이 등 북극 연안 국가들에게 새
로운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한다.43) 그러나, 이들 국가 간에는 대륙붕 획
정 및 북극 이용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관측되는바, 이는 과거
공해 혹은 희소자원으로 인한 국가 간 분쟁 양상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
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수자원 관리, 식량부족 등 역시 기후변화
자체가 새로운 안보위협을 가져 왔다기보다는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과 이를 조
정할 국제제도의 미비라는 본질적 문제가 분쟁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셋째, 기후변화·환경 문제의 안보화에 대한 비판의 또 하나의 논거는 안보화
에 따른 전지구적 공동의 노력에 대한 강조가 자칫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등적
책임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기후변화 문제의 안보
화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사실 온실가스 및 기타 환경오염원의 배출에 높은 역
사적 책임을 지는데, 안보화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행동의 필
요성만을 강조할 경우, 여전히 산업화와 개발을 통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
모하는 개도국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
진국-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은 주지하다시피 스톡흘름 인간환경회의 등
초기 국제환경회의부터 불거진 것이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F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42) Endre Tvinnereim, Ole Martin Lægreid, Xiaozi Liu, Daigee Shaw, Christopher Borick
& Erick Lachapelle,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s and the problem of scale: evidence
from cross-national survey,” Environmental Politics vol. 29, no.7, pp.1178-1198.
43) Elizabeth L. Chalecki, Environmental Security: A Guide to the Issues (Santa Barbara:
Praeger, 2013), pp. 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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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그러나 차등적 개별 책임 원칙(CBDR-RC: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nd Respective Capabilities)’으로 봉합된 바 있다. 동 원칙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에서도 승계되어,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협상 및 공동대응에 있어 대원칙으로서 기능하고 있다.44)
마지막으로 명확한 이유 없이 기후변화 이슈를 안보문제로 치환할 경우, 안보
관련 국가기구의 지나친 권한확대와 정상정치 및 시민사회 영역에 개입할 구실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들 수 있다. 안보화 프레임보다 개도국에 대한 개발
협력의 프레임이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거는 환경경제학
관련 기초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환경 경제학 연구에서 커네츠 환경곡선은 1인
당 GDP로 측정되는 경제수준과 환경오염 사이에서는 대략 1인당 GDP $5,000
정도의 임계점에 이르기 전의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이다
가 이후 서비스 중심의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게 되면 부(-)의 관계를 보이게 된
다. 이는 대략 이러한 임계점에 이르러 무분별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폐
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오염원 배출에 대한 규제정책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때문으로 풀이된다.45) 따라서, 개도국이 이러한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폐기물관리 등의 구축을 위해 선진국의 상당한 재정지원 및 기
술이전이 요구되며, 이러한 의무조항은 파리협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최근에는 서구 선진국 내 환경운동이 지나치게 종말론적 환경위험을 강조하
는 나머지 객관적 과학적 연구 결과를 왜곡·과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하는
목소리 역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가들은 기술의 진보와 개도국의 개발은
결코 지구 환경에 위협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조하는 ‘합리적 낙관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46) 커네츠 환경곡선이 제시하는
환경문제 대응의 경제적 속성과 기존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기후변화
44) Daniel Bodansky, Jutta Brunnée and Lavanya Rajamani,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96-129.
45) https://www.economicshelp.org/blog/14337/environment/environmental-kuznetscurve/ (검색일: 2021.5.20)
46) 마이클 셀렌버거, 뺷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뺸
(서울: 도서출판 부키, 2021), pp.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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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치화·안보화 노력이 무조건적 정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개
념적·실증적 도전에 직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안보화 노력이 일부 서구국가 주도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합의는 UNFCC라
는 비안보적 플랫폼과 각국 환경정책 관련 정부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행과정 역시 반드시 안보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물
론, 일부 실패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및 수자원 고갈, 난민 발생 증가
가 물리적 분쟁 증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선진
국에서도 대형산불의 발생으로 인해 산림청 등 기존 국가기구만으로 효율적 대
처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보·
정보관련 국가기구의 역할은 여타 정부 및 국제기구의 역할 실패를 상정한 보충
적 기능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47)

4. 팬데믹 이슈: 초국경적 정책플랫폼 없는 정책 확산과
주권 국가의 안보화 노력
공중보건은 인간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20세기 들어 주요 선
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간 기대수명의 증가는 무엇보다 공중보건의 질 향
상에 따른 전염병 예방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세유럽에서의 흑사병, 아
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 정복자들과 함께 퍼진 천연두, 홍역, 티푸스 등 질병에
면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원주민들의 대규모 희생 등 전근대 시기 발생한
전염병의 파괴성은 팬데믹의 안보적 영향을 논하는데 있어 빠지지 않고 꼽히는

47) Daniel Deudney, “Environment and Security: Muddled Thinking,"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pril 1991,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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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이다. 그러나, 전통안보의 관점에서 전염병 및 공중보건 이슈는 국내문제
로 분류 되었으며, 복무 군인 집단에서 전염병 확산 등 특수상황에서 특정 사례
만이 안보 문제로 논의되었을 따름이었다.48)
보건이슈의 안보화가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의 일
로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HIV/AIDS에 의한 기대여명 감소가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2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HIV/AIDS에 의한 기대여명 감
소가 5년 이하임에 비해 사하라 이하의 보츠와나는 34년, 짐바브웨와 스와질랜
드는 25년의 기대여명 감소 수치를 보인바, 이는 해당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다
수의 절멸 가능성을 의미하였다.49) 이러한 배경 하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결의안 1308호에서 HIV/AIDS가 분쟁 상황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으
며, 이는 다시 평화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적시하기도 하였
다.50) 기후변화 이슈와 유사하게 HIV/AIDS의 안보화는 선진국의 국내담론에
의해 추동되었는데, 2000년에 발간된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국가정보분석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는 비교적 초기의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98년 전 세
계적으로 약 5천4백만명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적시하며, 해외주둔군의
감염 및 미국의 핵심적 이해가 걸린 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해쳐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51)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이러한 보건 이슈의 안
보화 경향에 조응하며, 보건안보를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과 지속, 또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적 문제가 중첩되는 정책영역”이
라는 광의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52) 1997년에는“감염병 시대의 도래: 위험의
48) Columba Peoples and Nick Vaughan-Williams, Critical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3rd Edition (London: Routledge, 2021), p.151.
49) 정혜주, “보건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김상배, 앞의 책 p. 276.
50) http://unscr.com/en/resolutions/1308 (검색일: 2021.7.17)
51) https://www.dni.gov/files/documents/infectiousdiseases_2000.pdf (검색일: 2021.9.1)
52) The World Health Report 2007-A Safter Future: Global Health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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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Emerging Infectious Diseases: Reduce the Risk)”라는 슬로건을 내세
우며, 새로운 종류의 전염병 출현에 대한 대비태세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이슈의 안보화 노력은 ‘국제위생규칙(ISR:
International Sanitary Regime)’ 등 국제사회의 통일된 규칙의 정교화를 통해
자유로운 인적왕래를 보장함과 동시에 질병확산의 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맞닿아 있다. 즉 안보화 담론이 글로벌 수준의 제도
확산에 일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는 기후변화 이슈의 안보화 과정과
그 동기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의 소재는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여러 한계가 명백하
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공공재로써 ‘보건’ 및 이의 공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목표는 주요국이 백신 확보전 등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고, 감염
병 확산에 책임공방을 주고 받으며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아래 <그림 2>가 보
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정부에 의한 우한지역 폐렴 보고에서부터 팬데믹 선언까
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 사이에 세계보건기구가 취한 정책적 행동은
기술지침서의 발간이외에 가시적인 것은 없었다. 이 사이 여러 개도국 정부는
물론, 유럽·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방역 당국의 정책 혼선이 이어지며, 코로나
-19는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보이게 되었다.53)

53) 조한승,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한국 보건외교의 방향,“ 뺷평화학연구뺸 제22
권 2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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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로나-19의 확산과 WHO 대응의 주요 타임라인

출처: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7-04-2020-who-timeline---covid-19 (검색일: 2020.7.
24)

세계보건기구의 정당성 위기에 따라, 각 주권국가의 자구적 정책결정 및 상호
학습에 의한 급속한 정책확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나가게 된
다.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대외적으로는 일방적·전면적 외국인 입국금지나 실질
적 입국금지, 국제교통 중단 등 쇄국정책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도시봉쇄
와 외출금지 등 고강도 사회통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2020년 8월 19일을 기
준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이 가능했던 세계 164개 국가와 지역 중 92개 국가·지
역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6개 국가·지역은
시설격리조치를, 나머지 66개 국가·지역은 검역강화 및 자가격리 등에 대한 권
고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역정책들은 어떠한 국제적 표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
에서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학습하
며 확산된 것이다. 아래 <그림 3>은 코로나-19 최초 발생시기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전 세계에서 각국이 취한 방역관련 조치들의 총합 및 개별 정책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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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자유 등 생활영역의 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화한 엄격성 지표
(Stringency Index)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누적건수는 백만 건에 이르
며 낮은 수준의 제한부터 높은 수준의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
다. 이러한 지표는 국제기구의 강한 역할 및 뚜렷한 국가간 협력 없이도 상호
학습에 의한 정책확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3> 각국 방역조치 총합과 엄격성 지수: 2018년 12월-2021년 8월

출처: https://covidtracker.bsg.ox.ac.uk/stringency-scatter (검색일: 2021.8.9)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많은 국가들에서 국경통제 및 락다운 등 방역 관련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는 자연스럽게 안보화되는 경향을 보
였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의 원인을 외부화하고 국경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차단하는 팬데믹에 대한 전형적 대응양식이 나타난 것이다.54) 유럽연합의 경우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협약(Schegen Agreement)'의 적용이 잠정
54) Michael R. Kenwick and Beth A. Simmons, “Pandemic Response as Bord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74, December 2020, pp. E36-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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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단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테러방
지를, 독일은 난민유입 방지를 국경통제의 부가적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렇게 복합적 이유로 국경을 통제한 국가들은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국경을 제
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테러 및 난민유입 등 이미 해당국가에서 안보화
노력이 이루어진 이슈와 연계될 경우 국경통제가 보다 자연스럽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55)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각국의 안보화 노력은 기후변화 이슈의 안보
화 양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후변화 이슈와 달리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수준의 정책 플랫폼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안보
화에 관한 광의의 정의 및 일부 지침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제도중심성은 그
다지 높지 않았다. 개별 주권국가 차원에서도 보건문제를 체계적으로 안보화하
려는 시도는 적어도 전통안보기구의 권한확장 측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국
가안보관련 보고서에서 언급의 빈도조차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주요국은 국경통제조치 강화라는 매우 전통적
방식의 안보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정책관행은 짧은 기간 매우 빠르게 확산
되었다.

5. 결론
이상에서는 코펜하겐학파가 제시한 안보화 개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코
로나-19 문제의 안보화과정 논의의 현황 및 쟁점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대상
은 환경안보와 보건안보의 세부이슈로서 낮은 구성요소의 결합도 및 높은 상호
작용 복합도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기존연구는 분류하나, 본연구결과는
양자 사이의 상이성 역시 보여준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이슈의 경우 UNFCC라
55) 심성은, “코로나 19의 비전통안보에 대한 영향: 솅겐협약 등 유럽 국경안보를 중심으로,”
뺷국방연구뺸 제64권 제1호, pp.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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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안보 정책플랫폼을 통해 대응 마련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일부 선진 강대국이 안보화를 추동하며 유엔안보리 등 대안적 플랫폼에서 안보
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형국이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의 틀
은 비교적 견고하며, 일부 선진국 국내 및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안보화 노력은 논리적·실증적 문제점으로 인해 온전히 지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이슈의 경우, 국제기구 차원의 안보화 담론이 비
교적 약하고 유관기구의 정당성도 매우 취약한 가운데, 각 주권국가는 국경통제
등의 전통적 안보수단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상호학습에 의해 매우 빠르
게 확산되어 나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 및 신안보연구의 맥락에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지닌다. 무엇보다 ‘신안보’라는 광의의 틀에 묶이는 여러 개별
이슈가 사실 안보화의 패턴 및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
구의 대상이 된 환경과 보건이슈가 기존이론에서 그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
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변이를 보인다면, 자연재해, 원자력안보, 사
회안보 등 기타 신안보 이슈는 각기 개별적 특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개별 이슈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 안보화 과정의 정교한 추적은 향후 더욱 체
계적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 안보기구의 신안보 이슈에 대한 바람직
한 역할론으로 ‘보충적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전통 안보기구의 권한확장 및
조직개편을 통해 성공적 안보화가 이루어졌던 사이버 이슈와 달리,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문제의 경우 군·정보기관 등 전통적 안보기구가 환경부 및 질병
관리청 등 기존 전담 정부기구의 역할을 대체할 여지가 크지 않다. 단지 이러한
일차적 정부기관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비상상황, 즉 국가재난 상황을 상정한
‘2차적 방파제’ 역할이 요구될 뿐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는 각 이슈의 안보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오피니
언 리더의 메시지 및 이의 수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정교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본 연구가 신안보 이슈 간 변이를 비교분석을 통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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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연구목적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안보화 노력이
주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들에 의해 추동되었으나, 그 영향의 보편성을 전제
하는 안보화 이론의 내적논리에 일부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즉, ‘화행(speechact)’의 중요성을 이야기 할뿐, 분석적으로 누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지, 그 분
석 범위를 어디에 한정해야 할지 특정하지는 않는 코펜하겐학파 등 신안보이론
의 분석론적 한계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안보화 과정
이 일어난 한 국가를 중심으로 과정추적(process-tracing)기법 등을 활용한 심
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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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curitization of Emerging Issue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Pandemic Issues
Youcheer Kim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theoretically examines how the emerging issues are ‘securitized,’
mainly focusing on the climate change and pandemic issues. Despite some
similarities in the typology provided in existing literature, two issues show
distinguished patterns in the paper. For the case of climate change, the
analysis illuminated non-security policy platform such as UNFCC dominates
the discourse whereas continuous efforts for securitization in the alternative
platform such as UN Security Council tends to be marginalized. Some
scholars also challenges some empirical validity of securitization efforts of the
climate change issues. On the other hands, sovereign countries have tanked
drastic security measures such as border controls to fight against the spread
COVID-19, even though securitization efforts were not significant in the
international level as much as the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end, the
comparativ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re are significant variance among
various issues that conveniently classified under the broad typology of
emerging securi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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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이해
3. 감청 암흑화 대응방안
4. 우리나라의 감청 실태 및 개선방안
5. 결론

최근 구글 웹 트래픽의 95% 이상이 암호통신이고 모바일 메시징의 36%
가 종단간 암호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스마트폰 대부분이 디바이스 암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암호의 일상적인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크
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한 국가의 합법적인 감청
이 불가능해지는 암흑화(Going Dark) 현상을 맞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는 최첨단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1990년대 유선 전화망
위주의 낙후된 감청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최신 암호통신의 광범위한 활용
은 마치 감청의 종말을 예견하는 듯하다. 최신 암호통신에 대처하는 가장
실효적인 감청방안은 대상자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여 암호가 풀린 평문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해킹 도구를 활용한 온라인 수집기술이라 판단
되며, 주요국들은 이미 온라인 수집기술을 법제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
리도 대테러, 방첩과 같은 안보 목적의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 테러 혐의자
등의 국내 소재 외국인에 한해서 온라인 수집을 감청으로 허용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권 침해와 오남용
이 없도록 온라인 수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준수
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암호화, 암흑화, 감청, 해외정보, 온라인 수집, 합법해킹

1. 서론
최근 끊임없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전 세계 정보수사기관은 정
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위 ‘암흑화(Going Dark)’1)라 불
리는 권한과 능력 사이의 격차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세계 각국은 인터넷
트래픽의 암호화(Encryption), 모바일 메세징의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단말기기 암호화, 익명화 및 신규 통신서비스의 출현 등으로 인해
기존의 합법적인 수집체계가 쓸모없게 되었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수집체계 개
발도 곤란하여 테러, 방첩, 산업스파이 등의 다양한 안보 위협과 중대 범죄수사
대응에 막대한 차질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5G 등 최신의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다수 운용하고 있
음에도 유선 전화망 위주의 감청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휴대폰 감청은 불가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등 우리의 감청 역량은 글로벌 표준과 비
교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감청 암흑화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대상자 단말기기에
접근하여 평문(Plaintext)2)을 입수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해킹 도구 등)를
활용한 ‘온라인 수집’3)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주요국들은 온라인 수
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 목적의 해외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감청 암흑화에 대응할

1) 본 논문에서는 2011년 미국 FBI가 언급한 ‘Going Dark’를 ‘암흑화’로 표기하며, 통신 및
단말기기 암호화로 인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이 불가능함을 의미.
Valerie Caproni, “FBI—Going Dark : Lawful Electronic Surveillance in the Face of
New Technologies”, 2011, https://archives.fbi.gov/archives/news/testimony/going
-dark-lawful-electronic-surveillance- in-the-face-of-new-technologies(검색일
: 2021.3.10).
2) 본 논문에서 평문(Plaintext)은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며, 음성, 문자, 영상 등을
포함함.
3)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통신을 원격에서 입수하는 ‘온라인 감청’과 저장된 자료를 원격에서
입수하는 ‘온라인 수색’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온라인 수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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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환경에 적합한 온라
인 수집제도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이해
가. 감청 개요
감청(Lawful Interception)은 테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마약 등의 국가안
보 위협과 중대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가 법제도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대상자 통신을 수집하는 제도이며,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이라 한다)｣에서는 이를 “통신제한조치”라 말한다.
과거 음성 전화 위주의 단순한 통신망에서 1990년 이후 디지털 이동통신의
출현에 따라 통신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감청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
면서 많은 나라는 이동통신을 포함하는 새로운 감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감청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청을 정보수사기관이 아닌 통신사업자 영역에서 수
행하고 정보수사기관은 그 결과만을 전달받는 간접감청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는 감청기능 개발과 감청설비 운용의 의무가 부과된다.
인터넷 기반의 VoIP(인터넷 전화) 및 통신서비스를 수집하기 위한 국제표준
감청 규격이 만들어졌지만, 이후에 웹메일, SNS, P2P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통
신서비스의 출현으로 신규 통신에 대한 감청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4)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과거에 가입자와 단일 통신사업자 관계에서 이제는 가입
자가 다수의 통신사업자와 멀티 액세스하는 관계로 변화되었고, 통신서비스들
도 표준이 아닌 전용의 암호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도 전 세계 가
4) James B. Comey, “FBI—Going Dark: Encryption, Technology and the Balances Between
Public Safety and Privacy”, 2015, https://archives.fbi.gov/archives/news/testimony/
going-dark-encryption -technology-and-the-balances-between-public-safetyand-privacy(검색일 : 2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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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을 상대함에 따라 개별국가(local) 감청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보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감청
하려고 해도 통신사업자가 영장을 집행할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현상을 ‘암흑화
(Going Dark)’라고 부르며, 이러한 감청의 암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청 표준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나. 감청 표준 및 구조
많은 국가는 정보수사기관과 같은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
“LEA”라고 약칭한다)과 통신사업자5)간에 상호운용성, 신뢰성, 비용 절감 및 국
제간 감청 협력 등을 위해 감청체계를 표준화하고 있다.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6), 통신사업자연합(ATIS)/통신산업협회(TIA)7),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8),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등의 국제 표준화 기관은 다양한 통신망과 서비스에 대한 감청 표
준을 제정하여 권고하며, 이런 표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여
감청 규정과 기술을 빈번하게 업데이트하는 특성이 있다. 미국은 CALEA9)를
근거로, 유럽은 ETSI를 중심으로 감청 표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주요한 감청 표준은 <표 1>과 같다.

5) 본 논문에서 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망운영자(Network Operator),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및 접속제공자(Access
Provider)를 통칭.
6) ETSI는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의 줄임말.
7) 미국의 경우, ATIS(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및 디지털 케이블 표준화 단체(CableLabs) 등에
서 감청표준을 개발.
8)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로서, 세계 주요 전자ㆍ이동통신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3G, 4G, 5G 등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
9) CALEA(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는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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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감청 표준
기관

표준 번호

제목(대상)
법집행기관 요구사항

v1.7.1(2021.3)

ES 201 158

네트워크 기능 요구사항

v1.2.1(2002.4)

TS 101 671

통신트래픽 감청을 위한 핸드오버 인
터페이스(PSTN, GSM 등)
IP전달을 위한 핸드오버 및 서비스

TS 102 232-1∼ 특정 세부사항 규격(e메일, 인터넷,
TS 102 232-7

VoIP, 멀티미디어, PSTN, ISDN, 모
바일 등)

TS 102 233
TS 102 234
ETSI

최신 버전

TS 101 331

TS 102 656
TS 102 657
TS 102 815

e-메일을 위한 서비스 특정 세부사항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특정 세부사항
보존 데이터; 보유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요구사항
보존 데이터 요구와 전달을 위한 핸
드오버 인터페이스
계층 2 감청을 위한 서비스 특정 세
부사항

v3.15.1(2018.6)
1: v3.23.1(2021.3)
2: v3.12.1(2020.8)
3: v3.9.1(2020.11)
v1.3.1(2006.9)
v1.6.1(2006.7)
v1.3.1(2017.3)
v1.27.1(2021.4)
v1.3.1(2006.4)

TR 101 943

일반 네트워크 구조에서 감청 개념

v2.2.1(2012.1)

TR 102 503

감청 규격에서 ASN.1 객체 확인자

v1.10.1(2016.8)

TR 102 519

공개 무선 LAN 인터넷 접근을 위한
감청

v1.1.1(2006.5)

TR 102 528

IP 네트워크에 대한 감청 도메인 구조

v1.1.1(2016.3)

TR 102 053

LI; ISDN 감청기능에 대한 노트

v1.1.1(2001.5)

ATIS/

J-STD-025-B

TIA

등

합법으로

인가된

전자감시(음성,

CDMA2000, VoIP 등)

2019.5 등

유선통신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프로
ATIS-1000678

토콜을 통한 음성에 대한 합법적으
로 인가된 전자감시(VoIP)

ATIS
ATIS-1000042

패킷 컨퍼런싱을 통한 고급 음성의 합
법적으로 인가된 전자 감시 지원(VoIP)

PKT-SP-ES-DCI PacketCable 2.0 수집기능/전달기능
Cable
Labs

v4.A.2021

-C01-140314

인터페이스 규격(케이블 VoIP)

PKT-SP-ES-INF PacketCable 2.0, 전자감시 내부
-C01-140314

네트워크 규격(케이블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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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
2014.3

TS 33.106

3GPP

IETF

4G 합법감청 요구사항

TS 33.107

4G 합법감청 구조 및 기능

TS 33.108

4G 합법감청用 핸드오버 인터페이스

TS 33.126

5G 합법감청 요구사항

TS 33.127

5G 합법감청 구조 및 기능

TS 33.128

5G 합법감청用 핸드오버 인터페이스

RFC3924

IP 네트워크에서 합법적인 감청을 위
한 Cisco 구조

2004.10

* 출처 : 국제 표준화기관(ETSI, ATIS, 3GPP 등)의 감청 표준을 참고하여 정리

ETSI에서 제시한 감청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감청 절차는 ①
LEA가 법원 등으로부터 감청영장을 승인받아, 통신사업자에게 그 영장을 전달
하여 감청을 요청하고, ② 통신사업자는 영장 내용을 확인한 후에 감청을 수행하
고, ③ 감청 결과를 LEA에게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1> 일반적인 감청 구조

* 출처 : ETSI. 2018. “ETSI TS 101 671 V3.15.1 Lawful Interception ; Handover Interface for the lawful
interception of telecommunication traffic”, p.23 참고하여 정리.

감청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감청 대상자의 통신내용(Content of
Communications; CC)과 통신 관련 정보(Intercept Rela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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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로 구분되며, 통신내용(CC)은 음성, 문자, 영상 등이며 통신 관련 정보(IRI)
는 송수신 전화번호, IP 정보, 통신일시,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한다.
법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표준 감청체계는 감청설비를 통
신사업자 영역에 구축하여 LEA와 분리하는 형태이며, 통신사업자는 自社 시스
템 내에 감청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실제로 감청은 통신사업자 영역에서 수행
되어 그 결과만을 LEA로 전달하는 구조이며, 통신사업자와 LEA 간에는 감청결
과를 전달하는 표준화된 전달 인터페이스(Handover Interface, 이하 “HI”라고
한다)만 존재한다.
감청설비에는 LEA와 통신사업자 간의 상호접속이 원활하도록 통신사업자 영
역에 표준화된 운영기능(Administration)과 중재 기능(Mediation)이 구현되
고, 이러한 운영기능과 중재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 장
비들을 제어하고 감청을 수행한다. 운영기능은 감청의 대상자, 기간, 수집종류,
수집 결과의 목적지 등을 HI 1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달받아 설정하고, 중재
기능은 감청 결과인 통신 관련 정보를 HI 2 인터페이스를 통해, 통신내용은 HI 3
인터페이스를 통해 표준 전송형식으로 LEA의 시설로 전달된다.
감청결과를 OSI 7계층10)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통신 관련 정보(IRI)
는 2∼7계층에서 수집되며 통신내용(CC)은 응용계층인 6∼7계층에서 주로 수집
된다.11) 이를 암호화 관점에서 해석하면, 응용계층에서 적용되는 종단간 암호
(End-to-end encryption)와 3∼4계층에서 적용되는 IPSEC12) 및 TLS13) 등의
암호 적용으로 인해 평문(Plaintext) 형태의 통신내용과 통신 관련 정보의 수집
이 현재의 감청체계로는 불가능해진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현재의 감청체계로
는 암호화된 통신과 암호 기능이 있는 단말기기를 제대로 감청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10) OSI 7계층은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모델이며,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통
신을 계층으로 나누어 표현.
11) Aqsacom, “Lawful Interception for IP Networks”, 2010, p.10-11.
12) 3계층 네트워크계층에서 IP패킷 단위로 암호화하는 프로토콜.
13) 4계층 트랜스포트계층에서 암호화하는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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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SI 7계층으로 본 감청결과 수집

* 출처 : Aqsacom. 2010. “Lawful Interception for IP Networks”, p.11 참고.

또한, 통신서비스가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서 감청기능 구현이 복잡해지
고 이를 구현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의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14) 통신사업
자는 감청에 대한 품질, 속도, 보안 및 용량을 보장해야 하는데, 짧은 지연 시간
과 빠른 속도의 5G 통신처럼 첨단 통신기술의 출현은 감청기능 구현을 더욱 어
렵게 하고 있어 새로운 감청접근 방식이 요구된다.15)

다. 주요국의 감청 법제도 현황
(1) 감청 법제도 일반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사 활동과 효율적인 정보
수사 수단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통신 비
밀 침해라는 기본권16) 제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감청은 효율적인 정보 수사 수
14) P. Hoffmann and K. Terplan, Intelligence Support Systems : Technologies for Lawful
Intercepts (New York : Auerbach Publications, 2006), pp.15-16.
15) Frost & Sullivan, “Lawful Interception : Addressing the Complexities of 5G and MIoT”,
2020, p.11.
16) 사이버 공간에서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호에 관한 기본권 등을 포함하면서 확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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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보장과 기본권 제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로서 명확
한 법제도와 투명한 기술을 요구한다. 이에,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은 오래전
부터 감청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기술표준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
발하여 준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와 해외정보(Foreign Intelligence)를 수집
하는 경우에 국가는 각기 다른 사법적 규율을 적용한다. 대체로 범죄 수사를 규
율하는 법률이 정보수집을 규율하는 법률보다 엄격하다. 형사소추 목적의 범죄
수사에는 상당한 요건을 충족해야 영장을 발부하나, 해외정보 입수 목적의 정보
수집에서는 개연성과 합리적인 이유만으로도 영장을 발부한다.17)
외국 첩보원이 있을 때, 정부는 그가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니더라도 그의 행적
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범죄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보수집, 방첩 활동의 일
환이다.18) 해외정보는 외국뿐만 아니라 공해, 우주 및 국가 영토 내에서의 해외
세력(Foreign Power)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19) 국제테러ㆍ대량살상무기의
탐지ㆍ차단 및 방첩 활동 등도 포함한다. 다음에 논의되는 주요국의 감청 법제
는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법률 위주로 설명한다.

(2) 미국의 감청 법제도
미국은

범죄

수사를

규율하는

｢전자통신

사생활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이하 “ECPA”라고 한다)｣20)을 1986년 제정하
여 통신을 ① 전송 중인 실시간 전자통신, ② 전송이 완료된 저장된 통신, ③ 통
신 메타데이터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규율의 정도를 다르게 했다.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스위칭과 패킷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 경로가 고
17) 한희원, “국가안보사범에의 대처를 위한 국가안보 법제연구”, 뺷국가정보연구뺸, 제13권1호
(2019), p.167.
18) Daniel J. Solove, Nothing to Hide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1),
p.73.
19) 한희원, 뺷대한민국 국가정보원뺸(서울: 백년동안, 2014), p.81.
20) ECPA법은 종합범죄방지 및 가로안전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
1968년)을 일부 추가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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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아 감청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짐에 따라 1994년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
원법(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이하 “CALEA”
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감청 범위를 이동통신 및 인터넷까지 확대하였다.
CALEA의 목표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집행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사업자
의 신규 서비스 기술구현 능력을 고려하면서 감청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CALEA에서는 감청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200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21)는 감청의 범위를 일반전화 및 휴대
전화에서 인터넷 전화와 광대역 네트워크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CALEA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통신사업자는 유선 및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 제공자, VoIP 제공업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은

해외정보

수집을

규율하는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이하 “FISA”라고 한다)｣을 1978년 제정하여 해
외정보수집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고 관련한 감청절차 및 통제장치 등을 규정하
였다.
ECPA와 CALEA법은 9.11테러로 인해 2001년 제정된 ｢애국법(PATRIOT
Act)｣22)에 의해서 개정되어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4조에서는 ECPA을 개정하여 저장된 음성메일은 수색영장으로 집행하게 하
였고, ② 206조에서는 FISA를 확대하여 대상 목표를 구체화(특정)할 필요 없는
포괄(Roving) 감청을 허용하였고, ③ 216조에서는 메타데이터(통신 관련 정보)
범위에 인터넷 트래픽을 포함하여 확대하였고, ④ 217조에서는 컴퓨터 침입을
통한 감청을 허용하였다.23)

21) FCC는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의 줄임말.
22) 애국법은 2015년 자유법(Freedom Act of 2015)으로 대체됨.
23) Stephen B. Wicker, Cellular Convergence and the Death of Privac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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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안보 목적의 감청 법제도 개괄
주요국들은 유ㆍ무선 통신 및 인터넷 통신에 대한 감청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준수하며, 대체로 감청기술 표준을 도입하고 통신사업자 협조 의무가 있으며,
의회보고, 독립 감독기관, 감청통계 발표 등과 같은 다양한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FISA 및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안보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며,
통신사업자는 감청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시 매일 10,000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상ㆍ하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정보기관을 통제하며
위법 감청을 처벌한다.
영국은 ｢수사권한법(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이하 “IPA”라고 한다)｣24)
을 통해서 안보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며,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
법위원의 승인을 거쳐 국무장관이 영장을 발부하며 통신사업자는 영장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비협조로 기소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독립 감독기관인 수사권위원회, 의회통제 및 처벌을 통해 감청 오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서신ㆍ우편 및 전기통신의 비밀제한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이하 “G-10
법”이라 한다)｣에 의해 안보 목적의 감청을 규정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독립 감독기관인 G-10 위원회25)의 승인을 거쳐 감청을 허가한다. 통신사
업자는 감청설비를 자체 비용으로 설치하고 운영비용은 정보수사기관에 청구하
며, 감청 자료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비협조시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통신사업자는 대상자의 통신에 https 등과 같은 암호화 조
치를 하였다면 복호화할 의무가 있다. 또한, G-10 위원회, 의회통제, 처벌(3년

24)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6/25/con
tents/ enacted.
25) 정보기관의 감청업무를 통제하는 독립기관, 정보기관이 신청한 감청대상에 대해 승인업무
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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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통해 감청 오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독일은 ETSI의
감청기술 표준을 준용한다.
프랑스는 ｢국가안보법(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을 통해 안보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정보기술통제위원회
(CNCTR)26)의 감독을 받아 총리가 승인한다. 통신사업자는 영장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비협조시 최대 2년의 징역 및 150,000유로의 벌금형을 부과받
는다. 또한, 국가정보기술통제위원회 및 위법 감청 처벌(1～3년 징역 또는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을 통해 오남용을 통제한다.
호주는 ｢통신감청 및 접근법(Telecommunication Interception and Access
Act)｣에 따라 안보 목적의 감청을 허용하며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청영장을 발부한다. 통신사업자는 영장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
며 비협조시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받는다. 또한, 감청설비를 자체 비용으로 구
축하여야 하며, 위반시 면허취소 및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또한, 독립감독기관(옴부즈만 및 정보안보 감사관), 의회통제 및 처벌(2년 이하
의 징역)을 통해 감청 오남용을 통제한다.
해외 주요국의 감청제도 특징을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시대 변화상을 반영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의 정보수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제도를
지속해서 개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2> 주요국의 감청제도 특징
구분

감청표준 휴대전화
도입

통신사

감청

협조 의무

의회통제

독립 감독기구

미국

○

○

○ (비협조시 벌칙 있음)

○

×

영국

○

○

″

○

○

독일

○

○

″

○

○

프랑스

○

○

″

×

○

26) 국가정보기술통제위원회(CNCTR, 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techniques de
renseig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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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

″

○

○

뉴질랜드

○

○

″

○

○

일본

×

○

○ (비협조시 벌칙 × )

○

×

한국

×

×

○ (비협조시 벌칙 × )

○

×

3. 감청 암흑화 대응방안
가. 암호화에 따른 감청 암흑화 현상
주요 IT 기업들이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정보통신 환
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글 웹 트래픽의 암호화(https)27) 비율은 2016년 전
체 인터넷 트래픽의 50% 수준에서 2021년 95%로 크게 증가하였고,28) 메시징
앱의 종단간 암호(End-to-end encryption) 비율은 2016년 약 18%에서 2021년
36%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스마트폰의 전체 디스크 암호(Full disk encryption,
이하 “FDE”라고 한다) 적용비율은 10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종단간 암호는 암호해독에 필수적인 암호키를 송수신자의 단말기에만 저장함
으로써 통신 구간 중간에서 감청하는 통신사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이며,
각 메시지나 통신 세션마다 새로운 암호키로 암호화되어 이전 또는 이후에 전송
된 메시지는 동일한 암호키로 해독할 수도 없다.29) 또한, FDE는 스마트폰, PC
등의 단말기 내부에 있는 저장 디스크 전체를 암호화함에 따라 암호키 없이는
해독할 수 없다. 이처럼 통신이 종단간 암호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 등의 단말
기기에 FDE가 적용된다면, 기존의 감청체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해독할
수가 없어 원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LEA는 유효한 데이터
27) https는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간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
28) Google, “HTTPS encryption on the web - Google Transparency Report”, 2021.3, https://
transparencyreport.google.com/https/overview (검색일 : 2021.3.14).
29) J. A. Lewis, D. E. Zheng and W. A. Carter, “The effect of encryption on lawful access
to communications and data”, A Report of the CSIS Technology Policy Program (2017),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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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30)
전통적인 감청을 어렵게 하는 4가지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31)
첫 번째로, 전 세계 통신의 주요 수단인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모바일
메시징은 LEA가 접근할 수 없는 종단간 암호를 사용하고 있다. 전세계 약 22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3개(왓츠앱, 라인, 바이버)의 메시징은 종단간 암
호를 기본설정(Default)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의 32%가 사용하
는 최대 메시징인 와츠앱은 2016년부터 종단간 암호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표 3>과 같이 요약하면, 모바일 메시징 기준으로 전 세계 통신 트래픽
의 36% 정도가 종단간 암호를 기본설정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접근
할 수 없으며, 종단간 암호 옵션 설정(28%)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트래픽의 최대
64%까지 종단간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중국 메시징인 위챗, QQ는 종단
간 암호 기능이 없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감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32)
<표 3> 모바일 메시징 앱 전세계 점유율 및 종단간 암호화 운용 여부
모바일 메시징

월간 사용자33)

왓츠앱

2,000,000,000

31.7

점유율(%)

라인

167,000,000

2.65

바이버

111,000,000

1.76

페이스북 메신저

1,300,000,000

20.6

텔레그램

500,000,000

7.93

위챗

1,213,000,000

19.25

QQ

617,000,000

9.79

스카이프

394,000,000

6.25

30)
31)
32)
33)

종단간 암호화 운용

36.11

기본설정(default)

28.53

옵션

35.29

없음

J. A. Lewis, D. E. Zheng and W. A. Carter, 앞의 글, p.5.
위의 글, pp.5-11을 참고하여 응용.
위챗, QQ를 제외하면, 全세계 통신 트래픽의 51%까지 종단간 암호를 기본으로 사용함.
Statista, “Most popular global mobile messenger apps as of April 2021, based on
number of monthly active users”,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58749/
most-popular-global- mobile-messenger-apps/ (검색일 : 20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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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스마트폰, PC 등의 단말기기에 있는 저장장치를 암호화하는 비율
이 크게 증가하였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저장 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FDE가 이제 기본설정되어 사용 중이다. 2015년 애플 iOS의 95% 이
상, 구글 안드로이드의 10% 이상이 FDE를 기본설정으로 사용하였으나, 2021년
현재는 iOS, 안드로이드 모두 FDE를 기본설정으로 적용34)하고 있어 스마트폰
에 저장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획득하면 LEA가 열람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또한, 기업들은 사용자 식별과 통신 무결성을 위해 강력한 사용자 인증
(Authentication)35) 기능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패스워드 입력시 시간 지연
또는 자동삭제 등의 강화된 인증기능을 사용하여 LEA가 단말기나 암호화된 통
신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세 번째로, 온라인 사용자의 정체와 활동내용을 숨길 수 있는 익명화
(Anonymising) 및 소멸성 메시징 기술의 발전은 감청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익명화 도구인 토르(TOR)는 트래픽이 3개의 노드를 통해서 처
리되고 각 중계 노드는 바로 앞뒤 노드의 위치만 알기 때문에 발신자와 목적지
를 알 수 없고 접속 주소뿐만 아니라 메시징, VoIP 등의 통신내용도 암호화36)
되어 감청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스냅챗(Snapchat)처럼 수신자가 열람하면 삭제되는 소멸성 특성의 메
시징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채팅 및 이메일 내용이 당사자 열람 후에 즉시 단말
기나 서버에서 통신내용이 자동 삭제되고 있다. 소멸성 메시징 동작과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최소 보존정책으로 인해 평문 데이터도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LEA는 암호화와 상관없이 데이터에 접근할 기회조차도 없게 되며 이는 통신내
용(CC)과 통신 관련 정보(IRI)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서비스들이 속속 보급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34) 안드로이드 6.0(2016.3)부터 FDE 기본 적용, 이후 안드로이드 10.0부터 FDE와 유사한 FBE
(File Based Encryption) 적용. 이를 종합하면, 안드로이드 6.0 이상은 FDE(또는 FBE) 기
본 적용.
35) 인증은 단말기 사용자 또는 통신 송수신자의 신원을 보증함.
36) Ross W. Bellaby, “Going Dark: anonymising technology in cyberspace”,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18),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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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유목민 특성과 글로벌 통신네트워크 등의 영향으로 사용자 데이터가
전 세계에 분산됨에 따라 국내법 범주의 관할권에 머물러 있던 LEA는 전 세계
에 산재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관할권 확장 등의 새로운 법적 문제를 검토
해야 한다.
네 번째로, 최신 5G 통신 경우처럼, 가상화, 다중 액세스 에지 컴퓨팅, 네트
워크 슬라이싱, 강화된 인증 및 암호화 등의 첨단 통신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이
에 대처할 수 있는 감청체계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37) 통신사업자는 신규
통신이 도입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청 체계를 개발ㆍ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늘
고 있다.
앞서 설명한 감청 암흑화 원인과 감청 파급영향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암흑화 원인 및 감청 파급영향

②

감청 암흑화 원인

감청 파급영향

① 종단간 암호화

통신구간에서 감청(암호해독) 불가

디스크 암호화(FDE)
사용자 인증 강화
익명화

③

소멸성 메시징
클라우드

④ 5G 등 최신 통신기술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감청(암호해독) 곤란
단말기 접근 곤란
대상자 탐지 및 정체파악 곤란, 암호화로 감청 불가
데이터 소멸로 실시간 감청 필요
초국가성에 따른 관할권 문제 해결 필요
감청기능 구현 복잡 및 업데이트 부담

나. 감청 암흑화 해결방안
지난 10년 동안 암호화 기술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어 왔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려면 사용자의 암호가 필요하며, 왓츠앱은 종단간 암호방식을 적
용하고 있고, 수많은 웹사이트가 전송 중인 트래픽을 일상적으로 암호화하고 있
다. 암호 사용의 증가는 대부분 사용자가 감지하지 못하지만, 데이터 접근성에
37) Frost & Sullivan, “Lawful Interception: Addressing the Complexities of 5G and MIoT”,
202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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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법집행기관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법집
행기관이 합법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평문이 아닌
해독이 곤란한 암호문을 입수하게 되면 별 쓸모가 없게 된다.38)
감청은 암호화의 형태와 활용에 따라 다양한 정책 이슈와 과제를 만들어낸다.
암호화 형태는 ①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디바이스 암호(Device encryption),
②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종단간 암호, ③ 토르(TOR)처
럼 사용자 정체를 은닉하는 익명화 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39)
또한, 법집행기관별로 감청 목적이 일반적으로 다르다. 정보기관은 국가 위협
과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송 중인 통신수집에 집중하는 반면에, 수사기관은
혐의자 형사소추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바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입
수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40)
그리고, 국가마다 감청 집행을 위한 기술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디바이스 암호보다 종단간 암호통신에 많은 관심을 두는 반면에, 미국은
디바이스 암호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는 정부 권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며, 영국 IPA법은 개인이 패스워드를 해제함으로써 법집행에 협조하도록 요구하
는 반면에, 미국법은 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41)
법집행기관은 대상자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평문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야 한다.42) 이를 위해 가능한 5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위적으로 암호체계의 성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법집행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암호 알고리즘이나 암호키 분배 시스템의 성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암호화를 약화하는 단점이 있고 약화된 암호체계의
취약성은 악용될 수도 있다.
38) Orin Kerr & Bruce Schneier, “Encryption Workarounds”, Georgetown Law Journal
(2018), p.991.
39) Society Internet, Chatham House, and Chatham House Rule, “Internet SocietyChatham House Roundtable on Encryption and Lawful Access”, 2017, p.2.
40) 위의 글.
41) 위의 글.
42) Orin Kerr & Bruce Schneier. 위의 글, p.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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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숨겨진 마스터키(또는 백도어)43)를 만들어 법집행
기관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악의적인 행위자가 마스
터키를 입수하여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③ 모든 사용자가 각자의 암호키를 위탁(Escrow)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1990년대 미국의 클리퍼 칩 논쟁에서 128비트의 암호키 중에서 64비트는 통신
사업자가 보관하고, 통신의 송수신자가 각각 32비트를 보관하는 부분적인 암호
키 위탁방식이 제안되었다. 이는 암호체계를 약화시키지는 않으나 대규모 위탁
체계를 구현해야 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위탁에 필수적인 대규모 데이
터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④ 대상자에게 암호키(패스워드) 제출을 강요(강제)하는 경우로서, 영국44),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국가안보 및 중대범죄에 한해 시행 중이나, 법적 권
리45)와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증거확보 등의 범죄수사에는 유효할 수 있
으나 대상자 모르게 사전에 수집해야 하는 밀행 특성의 정보수집 분야에는 현실
적이지 못한 방식이다.
⑤ 마지막으로, 해킹을 활용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감청 대상자의 디
바이스에 접근하여 전송 중인 통신 또는 디바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
법이다. 해킹을 통해서 디바이스에서 암호화되기 전 또는 복호화 이후의 평문을
수집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암호키 획득 없이 평문 형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은 해킹을 활용한 정보수집과 증거확보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
를 합법해킹(Government Hacking), 합법접근(Lawful Access) 또는 장비개입
(Equipment Interference)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있다.
합법적인 해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해킹에 활용되는 미공개 취약
43) 백도어(Backdoor)는 스마트폰, PC 등에서 암호화 또는 인증을 우회하는 숨겨진 방법임.
44) 영국에서는 수사기관이 국가의 안보, 범죄 예방과 탐지를 이유로 대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45)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권리’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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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인 제로데이(Zero-day)46)에 대한 공개 여부이다. 공개되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은 법집행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악의적인 행위자가 취약점이 패치
되지 않은 제로데이를 입수하여 악용한다면 보안체계의 안전성을 손상시킬 수
도 있다.
암흑화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감청 암흑화 해결방안과 문제점
암흑화 해결방안

문제점

① 암호체계 약화

전체 시스템과 가입자의 암호 강도를 약화

② 마스터키(백도어)

마스터키 노출시 전체가 위험에 처함

③ 암호키 위탁

글로벌 네트워크 특성으로 국외 암호키 확보 곤란

④ 암호키 강요

법적 문제 발생 가능, 정보수집에는 부적합

⑤ 해킹 활용 온라인 수집

제로데이 악용 가능성, 기술구현 복잡

①, ②, ③의 방안은 감청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또는 전체 가입자
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통신인프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단점
이 있고 ④ 방안은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하여 밀행성이 요구되는 정보수집에는
부적합하며 ⑤ 방안은 통신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대상기기의 다양화로 인해 고난도의 해킹기술을 필
요로 한다. 또한, 국내 통신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①, ②, ③ 방안은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주된 감청 대상자인 외국인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국외 통신사업자
의 협조도 필요하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금까지 열거한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안보 목적 해외정보 정
보수집을 위한 암흑화 해결방안으로 ⑤방안이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
장 실효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⑤방안은 공용 통신네트워크가 아닌 특
정 대상자의 단말기기에만 접근함으로써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
능성이 없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비 부담도 없는 장점이 있다.
46) 미공개된 취약점 또는 보안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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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수집 개념47)
해외 주요국들은 암흑화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해킹을 활용한 온라인
수집기술을 이미 제안하여 1999년 이후부터는 해킹기술을 이용한 정보수집 및
법집행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며,48) 이와 관련된 법제도도 정비하고 있다.49)
본 논문에서는 전송 중인 실시간 통신을 원격에서 수집하는 온라인 감청50)과
저장된 자료를 원격에서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51)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으로
“온라인 수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국가안보 목적의 해외정보수집에
한해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온라인 수집은 스파이웨어52) 등과 같은 해킹수단을 활용하여 수행된다. 즉,
온라인 수집은 해킹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정보통신기기에 은밀히 침입하여 대
상자의 실시간 통신 또는 저장된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해 오는 기술이다.
감청 관점에서 온라인 수집은 크게 ① 감청도구 설치, ② 수집, ③ 전달의 3단
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감청도구 설치 단계에서는 피싱(Phishing)53) 또는 취약점(Vulnerability)
을 활용하여 대상자 모르게 대상 기기에 감시 소프트웨어(해킹 도구)를 설치된
다. 설치과정에서 해킹 도구는 대상자 기기의 보안 취약점을 활용하여 기기의 보
안체계를 뚫고 제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며 수집 용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47) 김창섭·이상진, “안보 목적의 해외정보 온라인 수집을 위한 법제도 연구”, 뺷국가정보연구뺸,
제14권 1호(2021), pp.81-86 참고하여 응용.
48) United States v. Scarfo, 180 F. Supp.2d 572, 574 (D.N.J. 2001).
49) Christopher Woo and Miranda So, “The case for Magic Lantern: September 11
highlights the needs for increased surveillance”,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2002), pp.535-537.
50) 온라인 감청은 국가기관이 대상자의 정보시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통신
을 수집하는 것.
51) 온라인 수색(Online Durchsuchung)은 독일에서 국가기관의 해킹을 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
이며,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의 b조에 입법화된 법률용어임. 국가기관이 대상자의 정보시
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수집하는 것.
52) 스파이웨어는 스파이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대상자의 정보통신기기(PC, 폰 등)에 몰래
설치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
53) 해커가 미끼성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현혹하여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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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집단계에서는 대상자 기기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 가능한 자
료로는 기기 정보, 파일, 키보드 입력내용, 통신내용, 위치 및 영상정보 등이며,
실시간 감청과 저장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③ 전달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적정한 시기에 다양한 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수사기관으로 비밀리에 전달한다.
이와 같이, 대상 기기에 성공적으로 설치된 감시 소프트웨어는 통신내용을 수
집하여 정보수사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기존의 감청설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감시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공중통신망에서 실시하던
수집 및 전달단계를 대상 기기 내에서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수사 목적의 해킹은 대상자 기기의 보안체계를 침입하는 논리적
무결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정헌법 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여 영장
(Warrant)을 필요로 한다.54)55)
영장발급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와 특정성
(Particularity),56) ② 합당한 소재지, ③ 수색 기간, ④ 대상자에게 통지, ⑤ 슈
퍼영장(Super-Warrant) 요건 등의 5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실시
간 통신수집, 대화녹음 및 영상녹화를 위해선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하고
법무부에서 승인한 슈퍼영장이 필요하다.57)
한편, 해킹을 통한 통화내용, 대화녹음, 영상 및 전송 데이터(키로그, 스크린
샷 등) 수집은 슈퍼영장 절차가 포함된 감청과 유사하여, 해킹 영장은 감청과
같은 수준인 슈퍼영장이어야 한다.58) 이처럼 미국은 온라인 수집을 감청과 같

54) Jonathan Mayer, “Government Hacking”, Yale Law Journal(2018), p.609.
55) Jeff Welty, “Search Warrants Authorizing Law Enforcement Computer Hacking and
Malware”, North Carolina Criminal Law a UNC School of Government Blog(2018),
p.1.
56) Jonathan Mayer, 위의 글, p.620. 범죄증거를 찾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와 찾는 증거를 구체적(particularity)으로 설명하여야 함.
57) John S. Connolly, “You’ve taken all you can bear: Replacing the rickety framework
for law enforcement access to private communications”,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2018), p.211.
58) Jonathan Mayer, 위의 글, p.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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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으로 해석한다, 감청은 ① 일반적인 수사방법이 실패했거나 실효성이 없
을 때, ② 수집하려는 통신에 대한 특정한 설명, ③ 감시에 대한 확실한 시간제
한, ④ 관련 없는 통신수집 최소화 등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데,59) 온
라인 수집도 이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국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수집에 상당히 완화된 폭
넓은 재량을 정보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비교적 치밀하게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비
례성 원칙은 국가가 이용하고자 하는 수단이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목적의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60)61)

라. 주요국의 온라인 수집 법제도 현황62)
(1) 미국의 온라인 수집 법제도
안보 목적의 수집은 수사 목적과 다른 법규인 ｢대통령 행정명령 12333
(Executive Order 12333, 이하 “EO12333”라고 한다)｣과 FISA를 근거로 시행
하며, 일반적으로 EO12333은 해외에서의 감시 활동, FISA는 미국 영토 내에서
의 감시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63)
EO12333은 해외에 소재한 외국인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하고 해외에 있는
정보통신기기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통신감청, 장비ㆍ계정 내부의
정보수집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라는 개념을
59) Jonathan Mayer, 앞의 글, p.638.
60) 전현욱·윤지영,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상 온라인수색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뺷한국형사정책연구원뺸(2012), p.103.
61) 허황,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
에 관한 연구”, 뺷형사법의 신동향뺸 통권 제58호(2018), p.134.
62) 김창섭·이상진, 앞의 글, pp.90-98 참고하여 응용.
63) Amos Toh, Faiza Patel and Elizabeth Goitein, “Overseas Surveillance in an
Interconnected World”, Brennan Center for Justice(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1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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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64)
FISA 감청영장에는 특정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로도 지정할 수 있어
대상자의 일반전화,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자감시가 가
능하며,65) 대상자가 타인 명의의 통신기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감청 수행이
가능한 포괄적 감청(Roving Wiretaps) 형태이다.66)
한편, 수사 목적의 수집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 b조 6항에 전자저장 매체
수색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압수 복제하기 위하여 원격 접근(Remote
Access)을 허용하는 영장 규정이 2016년에 개정되었다. 동 개정을 통해서 ① 다
크웹과 같은 익명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고, ② 하
나의 영장으로 소재지를 모르거나 다수 지역에 있는 컴퓨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영장이 도입되었다.67) 네트워크 수사기법 영장(Network Investigative
Technique Warrants)이라고 지칭되는 온라인 수색영장은 수집정보를 IP정보,
호스트네임, 운영체제ㆍ브라우저 정보 등으로 제한하고, PC 내부의 저장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입수한다.

(2) 영국의 온라인 수집 법제도
IPA 및 실무지침(2018년)68)에 수사ㆍ안보 목적의 온라인 수집이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수색을 장비개입(Equipment Interference)이라는 용어로 사용
한다. 온라인 수색영장으로 저장된 통신 내용(PC내 파일 등)ㆍ장비 데이터(운
영체제ㆍ방화벽 설정값, 위치 정보 데이터 등)만 입수할 수 있고, 감청영장으로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64) Executive Order 12333, 2.4, 2.5.
65) 50 U.S.C §1801 (f).
66) Laura K. Donahue, “Section 702 and the Collection of International Telephone and
Internet Content”,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2014), p.130.
67) Sayako Quinlan and Andi Wilson, “A brief history of law enforcement hacking in
the United States”, New America(2016), p.9.
68)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codes of practice, Equipment Interference Code of
Practi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vestigatory-powers-act
-2016-codes-of-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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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이 컴퓨터 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전송 중인 온라인 영상통화
를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과 감청 모두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 수색과 감
청을 결합한 영장이나 별도의 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합 영장은 주무장관
에 의하여 발급되며 사법위원장에 의해 승인된다.69)
대상을 특정한 영장은 정보ㆍ수사기관 모두 활용 가능하며, 대규모 온라인 수
색영장(Bulk Equipment Interference Warrants, 이하 “대규모 영장”으로 약
칭한다)은 정보기관만 활용할 수 있다. 대규모 영장의 경우, 해외 소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수집자료 중에서 보호 자료(사적정보ㆍ저장통신) 확인을
위해 대상 특정 검사영장 추가발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70)
한편, 온라인 수색이라는 주된 처분을 위해 물리적 또는 원격접근 방법을 통
한 감시 소프트웨어 설치라는 부수적인 절차를 IPA에 명문화하였다.

(3) 독일의 온라인 수집 법제도
G-10법에 안보목적의 정보수집이 규정되어 있고 대규모 통화에 대한 검색어
활용 감청71) 및 저장자료에 대한 온라인 수색72)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자 단말
기가 아닌 통신사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ㆍ메신저 등은 송수신을 진행 중인 것으
로 간주하여 감청이 가능하다. G-10법에 규정된 G-10위원회는 정보기관의 감
청업무를 통제하는 독립기구로, 매월 정보기관이 신청한 감청대상에 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73) 한편, 범죄수사 목적의 온라인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00b조
69) Home office, Equipment Interference Code of Practice, p.60.
70)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제6편 제3장.
71) Gesetz zur Ausland-Ausland-Fernmeldeaufklärung des Bundesnachrichtendienstes
제6조.
72) 박희영,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뺷원광법학뺸 제28집 제3호
(2012), p.154. 독일에서의 온라인수색은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해
한 번에 비밀리에 접근하는 ‘온라인 검열’과 장기간 운용 중인 컴퓨터 시스템의 이용 상황을
은밀하게 감시하는 ‘온라인 감시’로 구분함.
73)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Artikel 10
-Gesetz – G 1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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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방범죄수사청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다.74)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반통신 감청에 더하여 암호통신 감청75)76), 온라인 수색이 도입되었다.77)78)
암호통신 감청은 기술적 수단(해킹 도구 등의 감시 소프트웨어)을 활용하여 암호
가 풀린 평문 상태(즉, 통신내용이 송신자의 통신기기에서 암호화되기 전에 또는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 복호화된 후에)에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안보 목적뿐만
아니라 수사 목적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암호통
신79) 또는 통신 종료 후에 저장된 암호통신80)을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수집하
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독일은 일반인의 암호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법집행기관이 온라인
수집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EU 수준의 감
청체계를 준수하면서 온라인 수집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81)

마. 주요국의 온라인 수집 법제도 시사점
주요국들은 암호통신 감청 관련하여 암호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온라인 수집
(Government Hacking 등)을 활용하는 추세이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82) 앞
서 설명한 미국, 영국, 독일의 온라인 수집 법제도를 요약해보면, 안보․수사 목적
별로 허가절차 등을 규정한 법규를 근거로 암호화에 대처하기 위해 감시 소프트
74) 박희영, “국가의 합법적인 해킹행위로서 온라인 수색에 관한 독일 법제 동향”, 뺷최신외국법
제정보뺸 2019 제1호(2019), p.62, p.65.
75)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의 a조.
76) 박희영, “수사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의 허용과 한계”, 뺷형사정책연구뺸 제29권 제2호(2018),
p.27.
77) 조성훈, 뺷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뺸(경기: 박영사, 2020), p.209.
78) 박희영·이상학,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수색에서 부수처분의 허용과 한계”, 뺷형사정책연구뺸
제30권 제2호(2019), p.97, pp.116-120.
79)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의a조 1항 2문. 박희영. 2018. “수사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의 허용과
한계.” 뺷형사정책연구뺸 제29권 제2호. p.36.
80)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의a조 1항 3문. 박희영, “수사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의 허용과 한계”,
뺷형사정책연구뺸 제29권 제2호(2018), p.37. 감청 명령 시점부터 감시 소프트웨어가 설치․운
용되는 시점 사이에 전송되어 저장된 암호통신의 내용을 확보하는 규정.
81) Sven Herpig and Julia Schuetze, “The Encryption Debate in Germany : 2021 Updat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21), p.1.
82) Sven Herpig and Julia Schuetze,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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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해킹 도구)를 감청수단으로 인정하고 온라인 수집(감청 + 수색)을 허용하
며 이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 보장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독립
감독기구 운영 등의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주요국의 온라인 수집제도 비교
온라인 수집
구분
안보
미국

목적
수사
목적
안보

영국

목적
수사
목적
안보

독일

목적
수사
목적

감청

온라인수색

(실시간)

(저장자료)

○

○

×
○

○
(시스템 정보)
○

근거 법규

승인 기관

EO12333

대통령

FISA

FISA 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연방지방법원

IPA 및 실무지침

○

○

IPA 및 실무지침

○

○

G-10법

○

○

형사소송법
연방범죄수사청법

1차: 소속장관
2차: 사법위원장
1차: 지역경찰청장
2차: 사법위원장
G-10 위원회
법원

한편, 우리 통비법 제7조에서는 안보 목적의 감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감
청만 허용하고 온라인 수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 수집에서 사용되
는 기술적 수단(감시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은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하다.83) 우리나라에서는 감시 소프트웨
어(해킹 도구 등)를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주요국들과는 다른 법제도 환
경에 놓여있다.
83) 뺷KBS뉴스뺸, “해킹프로그램은 감청설비로 보기 어려워”, 2015.7.28, https://news.kbs.co.
kr/news/view.do?ncd=3120032(검색일 : 20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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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감청 실태 및 개선방안
가. 최근의 감청 실태
우리나라는 유선전화 감청을 기반으로 1993년 제정된 통비법을 통해 엄격한
요건하에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목적으로 타인의 비공개 대화
및 전기통신에 대한 청취, 녹음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
가안보 또는 대테러를 위한 통신감청(통신제한조치) 허가의 경우, 통신 당사자
중 내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사자 중 외국인이 포함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84)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85)이며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국
가안보 및 중대범죄 수사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감청설비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
치 기타 설비”를 말하며,86) 온라인 수집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 즉 감시 소
프트웨어에 관한 것은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집 내용별로 통신내용을 수집하는 통신제한조치87)(통신
감청), 통신내역을 수집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88), 대상자 정보를 수집하는 통
신자료89)로 구분하고 있다.
매년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개하는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 현황”을 참고해 보면 <표 7>과 같다. 수사기관(검찰·경찰 등) 대비 정
보기관의 통신감청 비율은 99% 이상이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비
84)
85)
86)
87)
88)
89)

통비법 제7조.
통비법 제2조 제7호.
통비법 제2조 제8호.
통신내용 및 송수신중인 이메일 등을 입수, 통비법 제2조 제7호.
대상자 통신일시, 착발신 번호,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통신내역 입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IP 등의 가입자 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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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 이하이다. 즉, 정보기관은 통신감청에 집중하고,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
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입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보기
관이 테러, 방첩,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 안보 목
적의 감청을 수행하는 반면에, 수사기관은 형사사범 검거를 위한 범증자료 확보
를 위해 사건 발생 후 자료 확보에 치중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 하나의 특이한 사항은 통신감청 연간 건수(6천여 건)가 통신사실확인자료
(45만여 건)나 통신자료 건수(548만여 건)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데, 이는 암
호통신, 신규 통신서비스 출현 및 휴대전화 감청 불가 등의 취약한 감청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최근 3년간 국내 현황(전화번호수 기준)
구분
통신제한
조치
(통신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내역)
통신자료
(가입자
정보)

검찰

경찰

6,929

기타 기관

0

2019년

0

17

6,825

0

6,842

2018년

0

42

6,718

0

6,760

2019년
2018년
2020년

(99.9%)

0

합계
6,930

2020년

2020년

1

국정원

(100%)

128,372

323,033

1,180

6,136

458,721

(28.0%)

(70.4%)

(0.26%)

(1.34%)

(100%)

139,162

264,477

1,820

6,353

411,812

155,900

391,859

1,830

5,502

555,091

1,841,049

3,465,790

39,582

138,496

5,484,917

(33.6%)

(63.2%)

(0.7%)

(2.5%)

(100%)

2019년

1,975,869

3,866,137

43,325

142,937

6,028,268

2018년

2,110,476

3,826,000

29,522

175,109

6,141,107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등 보도자료 참고하여 정리.

한편,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감청을 법원의 영
장 등에 의해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감청설비 미비로 정보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수단별 감청현황은 <표 8>과 같
다. 2003년 이후로는 실제적인 휴대전화 감청 사례가 없으며 전통적인 유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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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감청도 줄어드는 추세다. 휴대전화가 보편적인 통신수단임에도 이에 대한 감
청이 현재 불가하나 스마트폰 등의 새로운 통신수단이 증가90)함에 따라 휴대전
화 감청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감청이 테러연계 혐의자, 방
첩 및 산업스파이 색출 등의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
하면,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 불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표 8> 통신수단별 감청현황(문서 건수 기준)
연도

유선전화

이동전화91)

인터넷 등92)

합계

2003

1,097

216

383

1,696

2004

887

265

461

1,613

2005

621

1

355

977

2006

577

0

456

1,033

2007

503

0

646

1,149

2008

506

0

646

1,152

2009

574

0

942

1,516

2010

358

0

723

1,081

2011

261

0

446

707

2012

182

0

265

447

2013

191

0

401

592

2014

198

0

372

570

2015

153

0

181

334

2016

130

0

181

311

2017

84

0

135

219

2018

105

0

156

261

2019

88

0

115

203

2020

70

0

64

134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등 보도자료 참고하여 정리.

90) 2020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7,000만 6,170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91) 2003, 2004, 2005년 이동전화 감청 건수는 문자메시지 조회 등에 해당하여, 실제적인 이동
전화 내용 감청으로 보긴 어려움.
92) 인터넷 접속 및 이메일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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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호통신 대응을 위한 안보 목적의 감청 개선방안
(1) 온라인 수집을 감청기술로 허용 필요
우리나라는 통비법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을 허
용하고 있지만, 유선전화 위주여서 암호통신, 모바일 등의 최신 정보통신 환경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주요국들은 이
러한 정보통신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휴대전화 감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집
(감청 + 수색)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감청 암흑화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
안은 대상자 단말기에 접근하여 평문을 입수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활용
한 온라인 수집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신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다양
한 단말기가 복잡다단하게 운용되고 암호통신이 보편 적용되는 추세여서 전통
적인 방식의 감청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모두가 사
용하는 통신네트워크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수준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존
의 감청 방법보다는 특정 대상자의 단말기기에만 접근하여 감청하는 방법이 더
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의 향후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목적의 해외정보 수
집을 위해 다른 감청수단이 불가한 경우에 테러연계 혐의자 등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온라인 수집을 허용하고 이를 통비법 제7조의 안보 목적의 통신제
한조치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테러 위협 등의 국가안보나 예방목적의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온라인 수집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93)94)
안보 목적의 온라인 수집을 통비법에 규정하기 위해서 ① 현행 통비법에는 감
시 소프트웨어(해킹 도구)가 감청의 기술적인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

93) 전현욱·윤지영, 앞의 글, p.106-110.
94) 박희영, “수사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의 허용과 한계”, 뺷형사정책연구뺸 제29권 제2호(201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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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②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규정하여 그 설
치, 수행방법 및 제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③ 또한,
현재 전송 중인 통신은 통비법에 적용받고, 전송이 완료된 저장자료는 형법상
압수수색에 적용받고 있으나, 안보 목적의 정보수집 경우에는 대상자 모르게 은
밀히 수집해야 하는 밀행성 보장과 사전에 안보 위협을 포착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저장자료 입수를 위해 대상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해야 하는 압수수
색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안보 목적 정보수집에서는 전송 중인 통신수
집인 온라인 감청과 저장된 자료에 대한 온라인 수색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수집’을 통비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후술하기
로 한다. ④ 마지막으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온라인 수집이 오남용되지 않
도록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2) 전송 완료된 저장 통신을 감청 수준으로 인정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안보 목적의 해외정보 수집은 범죄수사와 상당히 다
르므로 별도의 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95) 범죄수사는 개인을 기소
하여 처벌하는 등의 형사소추 목적이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
록 엄격한 절차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정보 수집은 국가가 여러 정보
수단을 통해 위협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외국인
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통제가 내국인보다 더욱 느슨한 편이다. 우리 통비법
또한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감청의 경우 국가안보에 상
당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외국인 감청대상은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허가하고, 내국인 감청 대상은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률상 전송 중인 전기통신은 통비법에 적용받고, 전송이 완료된 저장통
신(이메일 등)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압수수색에 따른다. 감청과 압수수색의
95) Daniel J. Solove, Nothing to Hide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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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사후통지 원칙이다.96) 감청은 본질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후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안보나 중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유예도 가능하다.97) 전술한 바와 같이 압수수색은 사전 또는 사후에 대상자에
게 압수수색 실시를 통지해야 하나, 이는 ① 대상자 소재지 파악이 불투명하고,
② 국외 통신사업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크고, ③ 정보수집 밀행성 보장이 필요
한 정보수집 분야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즉, 전송 완료된 저장통신에
대한 안보 목적의 정보수집은 그 어느 법에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감청허가
이후에 전송 완료된 저장통신의 수집을 허용하는 독일의 온라인 수집제도처럼
안보 목적의 정보수집인 경우에, 전송 완료된 저장통신 수집도 감청으로 인정하
고 통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수사 목적의 경우에도 전송 완료된 저장통신은 사전통지 원칙인 형사
소송법에 근거98)하지만, 실제로 통지제도는 사후통지하는 통비법99)을 따르는
혼동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송형태별로 적
용되는 우리 법률은 <표 9>와 같다.
<표 9> 전송형태에 따른 적용 국내법률
구분

전송형태에 따른 수집

근거 법률

대상자에게 통지의무

안보

전송 중인 전기통신

통비법 감청100)

30일내 통지, 통지유예 가능

목적 전송 완료된 저장통신
수사

전송 중인 전기통신

-

-

통비법 감청101)

30일내 통지, 통지유예 가능

목적 전송 완료된 저장통신 형사소송법 압수수색102)

30일내 통지

96) 전현욱·윤지영, 앞의 글, p.97.
97) 통비법 제9조의2 제4항,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98)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규정.
99) 통비법 제9조 3, 수사목적의 전송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규정.
100) 통비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01) 통비법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02) 형사소송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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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청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종래의 감청은 공용의 통신 구간에서 감청하는 대규모 수집체계로 누구나 감
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형태여서 감청 오남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
였으나, 온라인 수집의 경우에는 특정 감청 대상자의 단말기기에만 접근하여 감
청하는 구조로 대규모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는 불가능하여 대상자와 관련
이 없는 사람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오남용은 실제로 없게 된다. 다만, 특정 감
청 대상자의 경우에는 단말기기內 모든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대상자 기기에 적합해야 하고 업데이트가 빈번한 감시 소프트웨어의 특성으
로 인해 온라인 수집은 직접 감청방식이 일반적이다. 집행목적에 맞게 수집종
류, 수집범위, 수집 기간 등의 감청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록해야
하며, 수집과정에서 집행 취지에 합당한 내용만 선별 수집할 수 있도록 자동 선
별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인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
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수사기관 내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청과 관련된
세부 방법과 절차, 기록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는 한편,
자체 준법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여 자체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감청위원회 또는 감청 감독관 등의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를 통하
여 관련 업무 조사와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여 감청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히
고 국내 온라인 수집지침ㆍ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필요시 ‘국가 온라
인 수집기술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온라인 수집 도구, 수집방식 및 수집자료 처
리 등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적법절차 이행 및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독일은 온라인 수집 도구의 조달과 교육을 담당하는 ZITiS(Central
Offi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Security Sector)를 신설하고, 암
호화와 온라인 수집기술을 연구하는 사이버 보안 혁신청(Innov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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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ybersecurity)을 신설하여 운영103)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휴대전화 감청체계 구비 필요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7천만 명을 웃돌며 전화통화 대부분이 휴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데 비해, 휴대전화에 대한 실제적인 통신감청건
수가 2003년 이후에 전혀 없는 것은 우리의 감청제도가 통신기술의 발전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허술한 형태임을 입증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공장자동
화, 사물인터넷 및 AI 등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는 5G와 같은 차세대 고속 이
동통신망은 정보통신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20
년 가까이 지연되었지만, 지금이라도 5Gㆍ6G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합당한 이
동통신 감청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정보수사기관의 오남용 사례들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아 휴
대전화 감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제도 미비104)로 감청설비가
구축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통비법은 규정상 휴대전화 감청
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내국인 감시의 우려,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 시비
가 없도록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감청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합당한
조치가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감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① 국제기술 표준을 도입하고, 감청설비를 통신사업자 영역에 구축하여
정보수사기관과 분리하는 간접감청 방식(통신사업자가 실제 감청을 집행)을 도
입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간접
감청 방식에서는 감청 집행과 감청설비 구축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협조가 절대
적이며,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와 협조 이행조치를 법제도에 명확히 규정해야
103) Sven Herpig and Julia Schuetze, 앞의 글, p.2.
104) 통비법 제15조2에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협조시 벌칙규정이 없어
선언적인 의미에만 머무르고 감청설비 구비를 강제할 실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안보위협 최신 암호통신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_ 73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촉진하면서 감청부담(감청설비
구축ㆍ운용 비용 등)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③ 또한,
감독기구 신설 및 오남용 방지책 등의 감청절차 투명성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
는 감청통제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더라도 암호화된 통신과 인터넷 전화 등의 급증
으로 통신내용 해독이 곤란해져 휴대전화 감청의 실제 효용성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 2백만
명의 외국인105)에 대한 안보 위협을 사전 포착할 수 있는 마땅한 감청수단이 없
고, 6G 개발 등의 미래 통신기술이 속속 가시화되어 휴대전화가 미래에도 가장
기본적인 통신수단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족하지만 휴대폰 감청을 감청체
계의 기본 인프라로 인식하고 투자를 재개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휴대폰 감청체
계를 기반으로 온라인 수집 등의 새로운 감청기술과 결합하여 감청 효율을 높여
나가는 융합 감청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2010년 이후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최근의 통신 환경은 암호화 형태로
급격하게 전환되었고,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ㆍ미디어 기술
의 발달로 이제는 1993년 감청개념을 도입했던 통비법 제정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통신 환경을 맞고 있다.
현재의 감청체계는 통신사업자의 협조하에 통신 구간에서 수집하는 것이 일
반적인 형태여서 대부분의 통신 구간에 암호가 적용된 현시점에서는 감청을 하
더라도 암호해독을 하지 못해 감청이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감청기술과 체계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는 감청

105)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199만 명이며, 이 중에서 39만 명이 불법체류자(2021. 4.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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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안전과 공공이익
을 위해 부여된 법적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집행수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암호통신으로 촉발된 감청의 암흑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공용 통신 네트워크에서 대규모로 감청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대상자의 단말기
기에만 접근하여 평문 형태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목표 맞춤형의 온라인
수집기술이다. 이미 주요국들은 이러한 온라인 수집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있으
며 관련법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별다른 감청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집을 감청의
기술수단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비법에 규정하여야 하며, 오남용 우려 등의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안보 목적의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 테러연계 혐의자 등 외국인
대상으로 온라인 수집제도를 우선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5G와 AI를 결합한 기계間 통신이 급증106)하고 있어 이제 감청의 대상
이 기계로 확장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5G·6G의 초고속 이동통
신망을 감청 인프라의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 수집기술과 융합하는 등
의 감청 미래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감청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감시와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성이 큰
만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와 오남용 방지장치들을 선제
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수사
기관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 내실화, 독립적인 외부 감독기구 설치, 국회 통제
등을 통해서 적법이행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06) 뺷조선일보뺸, “한국 인구는 5000만인데, 이동통신 가입자 7000만?”, 2020.10.19., (검색
일: 2021.5.15)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중에서 18%가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원격제
어 등의 산업용이며, 2025년경에는 전체 가입자(약 1억명 예상)의 50% 정도가 산업용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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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the Modern Encrypted Communication as
the National Security Threat
Changsub Kim (Korea University)
Sangjin Lee (Korea University)

Nowadays, the encrypted communication of Google’s web traffic accounts
for over 95%, 36% of mobile messaging uses end-to-end encryption, and most
smart phones have applied device encryption as well. As aforementioned, the
common use of modern encryption has definitely promoted privacy protection.
However, the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investigation have been
confronting the phase of ‘Going Dark’ which refers to the situation that the
encryption makes the lawful interception not possible. In particula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developed the cutting-edg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has been still applying the policy and the statutory framework
which enacted in the 1990s for their legal interception. For this reason, the
wide use of encrypted communication currently has brought up the end of
lawful interception. The most practical method for the legal communication
interception might be to access the end device and collect the decrypted voice
or data through the online collection technique which utilizes the hacking
tools.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legalized and been using the
techniques in practice. Now, Korea also has certain needs for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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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o embrace the online collection as the
foreign

intelligence

for

counter-terrorism

and

counter-intelligence.

Furthermore, appropriate regulations and control systems in the online
collection must be followed to prevent abuse and protect civil rights as an
extension of recovering the trust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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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특징과 과제

김영준 (경상국립대학교)
신영환 (고려대학교)

1. 서론
2.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징과 추진 경과
4. 결론: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과제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연구 목적으
로 삼았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6개월을 분석 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 중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관련 문건들과 집행된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이 외교
를 통한 국제사회와 관계 복원, 진보 가치 대외정책 추진, 선별적 개입 정
책, 중국 정책의 입체화라는 네 가지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
야 할 과제들도 분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위주의 국가들과 이해 충돌의 문제, 가치 외교의 양립불
가성 문제, 미국 대외정책의 도덕성 문제, 중국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의 균
형점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주제어 | 바이든, 미국, 외교정책, 대외정책, 미국 외교

1. 서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남기고 간 다양한 대외정책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밝힌 대외정책 공약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대외정책을 추진할 뜻
을 밝혔다. 그가 밝힌 중요 대외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트럼프 행정부 시
기 실추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할 것, 둘째, 트럼프 행정부 시기
악화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회복할 것, 셋째,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을 펼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 출범한 뒤 이러한 대외정책 공약을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 문건과 실제 집행된 정책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
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특징을 분류하고 향후 고
려해야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앞에서 밝힌 바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를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기간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여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문건
과 실행된 대외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평가하였다. 첫째는 바이
든 행정부가 출범 뒤 대외정책에 관하여 언급한 연설문과 공식 문건에 대한 분
석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설문, 블링컨 국
무장관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설문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안보 정책 지침
을 담은 문건과 대외무역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문건들을 선택하였다.
둘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1월 20일 이후 약 6개월 동안 실제로
집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한 대외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외안보와 통상 정책에 관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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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다루는 부처에서 직접 발표하거나 실행한 정책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특징별로 분류하고 각 영
역에서의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바이
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 연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무부에서 행한 “미국의 세계적
위상”(America’s Place in the World)이라는 제하의 연설, 백악관이 제시한
“2021년 무역 어젠다 및 2020년 연차보고서”(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와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토니 블링컨(Antony John Blinken)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한 “미국 국민을 위한 외교정책”(A Foreign
Policy for the American People)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앞선 Ⅱ장의 분석에 기초하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여
동안 발표하거나 집행한 대외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
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성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
는 정책들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Ⅳ
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평가하
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진
단하였다.

2.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본 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대외정책 기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공식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하여
밝힌 문건과 연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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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식 문건과 연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2주 뒤
국무부를 방문해서 행한 “미국의 세계적 위상”(America’s Place in the World)
이라는 제하의 연설, 둘째, “2021년 무역 어젠다 및 2020년 연차보고서”(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셋째, “잠정국가안보전략지
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마지막으로 토니 블링
컨(Antony John Blinken) 국무장관의 “미국 국민을 위한 외교정책”(A Foreign
Policy for the American People)이라는 연설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위의 네 가지 1차 자료들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까닭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연설문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
장관이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최고위 결정권자들이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직접 설명한 문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두 가지 공식 문서들은 바이든 행
정부가 출범 뒤 자신들이 펼칠 대외정책에 관련하여 공개 발표한 문건이라는 점
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2주가 지난 시점인
2021년 2월 4일 국무부 본청에서 미국의 외교 실무자들을 앞에 놓고 “미국의
세계적 위상”(America’s Place in the World) 연설을 통해 대외정책의 밑그림
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비로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고 선언했으며, 국제사회에
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1) 이를 위해 미
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로 묘사되는 일방적 독주를 경계하고, 외교의 가치
를 회복하여 주요 동맹국 및 우방들과의 공조와 연대를 통해 미국만이 가진 강
점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

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2/04/remarks
-by-president-biden-on-americas-place-in-the-world/ (검색일: 20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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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캠페인 기간 중 바이든이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대외정책의 방향을 이
제 대통령의 위치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 외교를
강조했다. 자유와 기회를 수호하고 보편적 권리를 지지하며 법치를 근간으로 모
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가치가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미국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의 바탕이자 불
변하는 장점이라고 역설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외교는 주요 동맹국
및 우방들과의 협력과 관계 복원으로 연결된다. 동맹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자
산임을 인식하며,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의 역량을 다시금 구축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동맹 및 우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력
하는 가운데, “외교를 통해 주도”(leading with diplomacy)하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외교에 대한 강조는 비단 동맹국과 우방뿐만 아니라 적국 및 경쟁국에 대해서
도 적용된다.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the New START Treaty) 5년 연장
에 합의한 것도 외교적 관여를 통해 미국 국민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중대한 경쟁국으로 중국을 명시했다. 바이
든은 중국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국익을 고려하여 중국과도 외교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한다. 다만 경쟁의 국면에서 미국은 힘을 바탕으로 우위에
서 중국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기반 역량을 재건하고, 동
맹 및 우방들과 협력해야 하며,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개하는 한편 미
국의 신뢰성과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사이버 문제와 신기술, 독일 철군, 예멘 내전, 난민, 성소수자, 혐
오와 차별, 인종주의 등 다양한 의제를 언급하며, 대외정책이 결코 미국의 국내
정치적 과제와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곧 국익이며,
이는 단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진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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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무역 정책 기조
2021년 3월 1일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무역 어젠다 및 2020년 연차보고서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를 의회에 제출했다.2)
여기에서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를 회복하고 공정한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팬데믹의 종식과 경제회복을 필두에 내
세우면서, 동시에 미국의 국내적 경제회복을 위해 소수의 대기업이 아니라 노동
자와 중산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정책적 비중을 두겠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처, 인종 평등의 실현과 함께,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 및 협력국과의 공조, 다자주의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재
차 언급했다.3)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정책에서 우선 고려 사항으로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첫
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둘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국내적으로 인프라를 재건하고
회생하는 동시에 더 나은 국내적 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build back
better) 요구를 담고 있다. 셋째,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후 문제에 다자적 노력을 추구한다. 넷째, 인종평등 증진 및 소외된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포괄적 전략을 통해 중
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응한다. 여섯째, 민주주의 가치를 공
유하는 동맹과 우방 등 무역 파트너와 협력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한다. 일
곱째, 미국의 농축산업자, 식품 생산업자, 어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한다. 여덟째, 국제 무역에서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무역 행
2)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Trade%20Agenda/
Online%20PDF%202021%20Trade%20Policy%20Agenda%20and%202020%20Annual%
20Report.pdf (검색일: 2021.7.2)
3)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Trade%20Agenda/
Online%20PDF%202021%20Trade%20Policy%20Agenda%20and%202020%20Annual%
20Report.pdf (검색일: 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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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강제 집행력을 제고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어젠다를 통
해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경제 부흥을 도모하고
미국적 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무역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안보 정책 기조
바이든 행정부는 3월 3일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안보정책 기조를 발표했
다.4) 서두에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미국의 운명과 불가분의 밀접
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팬데믹, 경제 퇴
조, 인종 정의의 위기, 민주주의 퇴조,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점증하는 경쟁, 기술혁명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유례없는 도전을 기회로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침은 오늘날 세계안보지형을 대체로 다섯 가지로 요약
하고 있다. 첫째, 오늘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경이나 장벽과는 상관
없이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이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세계의 힘의 분포가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하다. 넷째, 미국이 구축한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동맹, 제도, 협정, 규범이 시험
에 들고 있다. 다섯째, 전세계적 변화의 흐름 저변에는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안보지형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가장 근본적
인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강한 미국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적인 요소로서, 미국 국민, 경제, 국방,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강화해야 한
다. 둘째, 미국에게 우호적인 세계적 힘의 분포를 구축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미
국과 동맹을 직접 위협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국제 공공재에 대한 접근과 핵심

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03/interim
-national-security-strategic-guidance/ (검색일: 20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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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통제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강력한 민주주의 동맹, 파트너십, 다
자기구와 국제법 위에 만들어진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제를 이끌고 유지해
야 한다. 이 세 가지 근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침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이 추구해야 할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동맹 및 우방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오늘날 인류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
화 문제에 대응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미래의 보건 문제에 협력해야 할 필요성
을 강조한다. 협력 속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지침은 유엔과 다자주
의 국제기구에서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고, 정책수단으로서 외교를 우선시하면
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군사력 사용의 중요성도 역설하고 있
다. 대외정책이 미국의 국내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
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경제와 무역 정책 또한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미국
국민 모두의 이익에 기여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은 곧 미국의 더 나
은 재건과 기반 구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클린 에너지와 기술
혁신, 사이버 안보, 인종평등, 이민과 사회적 다양성, 국내적 민주주의 강화 등
을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것이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
하고 중국을 비롯한 경쟁자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
는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공직 종사자 및 안보 전문가에 대한 투자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안보전략지침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 환경을 진단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교적 접근
법과 군사력의 뒷받침,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다자적 접근, 미국 리더십 회복,
민주주의 가치,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협력과 경쟁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
내적 역량 강화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일관되게 “더 나
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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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블링컨 국무장관의 대외정책 제안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이 발표된 날 토니 블링컨(Antony
John Blinken)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 “미국 국민을 위한 외교정
책”(A Foreign Policy for the American People)5)에서 대외정책이 곧 미국 국
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의 서두에서 과거와는 달리 오
늘날 외교정책은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과 명확히 구분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내적 성공과 대외적 성공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즉, 지난 2
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미국의 세계 리더십 복귀와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대응하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바를 재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팬데믹과 보건 문제, 경제위기 극복
과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세계경제 구축, 민주주의 제고, 인도적인 이민제도, 동
맹과 우방의 관계 복원, 기후변화와 그린 에너지 혁명, 기술에서 선도적 역할
수호, 중국 및 경쟁국과의 관계 등의 영역에서 국민의 이익에 기여하는 외교정
책 방향을 설명했다.
요컨대,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선 직후부터 세계무대에 미국의 복귀를 선언하
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 노선과 선택적 결별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외교의 관행과 동맹 및 우방과의 공조를 복원하고 국제적 다자주의로
의 빈틈없는 복귀를 선언하였고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보다 나은 재건이 대외정책과 별개가 아니며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가
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부상하는 중국을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면
서 갈등과 경쟁의 필연 속에서 협력의 공간을 제시하지만, 미국의 우월한 힘과
자신감이 대중정책에서 국익을 실현할 핵심 원천임을 자신하고 있다.

5) https://www.state.gov/a-foreign-policy-for-the-american-people/ (검색일: 2021.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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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징과 추진 경과
가.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와 관계 복원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계 복원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6)라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려 노력한 분
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바로 뒤부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손상된 국제기구들 및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에 나선 국제관계의 대표적 사례는 동맹국들과 관계 복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로 훼손되었
다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바이든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 복원과 전통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나토의 분담
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독일에 주둔 중인 9,500여 미군을 철수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중단시켰다.7) 거기에 더해 미 국방부는 추가로 500명의 미군
을 독일에 증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8)
바이든은 취임 직후 1월 26일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동맹 강화를 확인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러
시아, 중국 등 전통적인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했다.9) 그
리고 나토 조약 5조의 집단안전보장 제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2월
19일 비대면 가상회의로 진행된 뮌헨안보회의 특별회의에서 바이든은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규범에 토대를 둔 자신의 동맹관을 피력하면서, 서방이 함께 중

6) https://apnews.com/article/biden-foreign-policy-g7-summit-munich-cc10859afd
0f542fd268c0a7ddcd9bb6 (검색일: 2021.4.12)
7) https://www.nytimes.com/2021/02/04/us/politics/biden-germany-troops-trump.
html (검색일: 2021.5.1)
8) https://apnews.com/article/joe-biden-europe-lloyd-austin-berlin-germany-201
df3ddf8a2b17336c4df2cbf88ef1d (검색일: 2021.5.3)
9) https://www.npr.org/sections/president-biden-takes-office/2021/01/27/96122976
7/in-edited-video-call-biden-assures-nato-chief-of-u-s-commitment (검색일: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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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경쟁,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코로나19, 기후변화, 핵확산 등 글
로벌 차원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맹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도전 요소로 “중국과의 전략 경쟁”,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지적했지만, 냉전
으로 회귀를 경계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끝으로 바이든
은, “미국이 돌아왔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하면 못할 것
이 없다”라고 말했다.10)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III) 국방장관은
3월 16일과 18일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여,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일본에서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과 협력
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또한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고,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압적 탄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문서에서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하면서, 대중국 확장 억지를 위해 쿼드의 핵심 동맹으로 일본과의 안보협
력을 강조했다.11) 이어 18일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
하고 한미 양국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으로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1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내 평화와 안보 및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 인도-태
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지구적 위협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할 것을 확인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
과 미얀마 쿠데타 상황을 지적하며,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동맹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3)
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2/19/remarks
-by-president-biden-at-the-2021-virtual-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1.4.22)
11)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secretary-of-defense-lloydaustin-japanese-foreign-minister-toshimitsu-motegi-and-japanese-defenseminister-nobuo-kishi-at-a-joint-press-availability/ (검색일: 2021. 4. 22)
12)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7/120_305692.html (검색일: 2021.
7.22)
13)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secretary-of-defense-lloydaustin-republic-of-korea-foreign-minister-chung-eui-yong-and-republi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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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국제기구와 관계 복원에도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왔
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세계
보건기구(WHO)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7월 세계보건기구에 미국의 탈퇴의사를 전한 뒤 약 우리 돈 67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2021년 2월 말까지 세계보건기구에 미화 2억
달러의 분담금을 지불할 뜻을 밝혔다.14) 그는 “이번 결정은 세계보건기구 회원
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미국이 세계보
건기구가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
라고 언급하였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기 탈퇴하였던 유엔 산하 기구에도 복귀
하였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하였던 미국의 유엔 인구기금
(UN Population Fund, UNFPA)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15)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HRC)에 옵서버 자격으로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
다.16)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다시 민주주의, 인권, 평등
을 강조하는 외교정책”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옵서버 자격
으로 참여한 뒤 차차 정식회원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블링컨은
인권이사회가 미국의 부재로 인한 지도력 공백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유리
해졌으며, 인권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인권 최악의 국가들을 조명
하고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 복원 대상은 동맹국들과 국제기구에만 국한되지 않았
korea-defense-minister-suh-wook-at-a-joint-press-availability/ (검색일: 2021.
4.22)
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1972_34943.html (검색일:
2021.2.21)
15)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1/jan/29/biden-move-torefund-un-population-agency-is-ray-of-hope-for-millions (검색일: 2021.2.12)
16) https://www.irinsider.org/un-monitoring/2021/2/14/united-states-rejoins-theunited-nations-human-rights-council-as-observer-member (검색일: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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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에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를 시사하였던 러시
아와의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2026년
2월 5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6월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
통령이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뒤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기대했던 대로 매우 건설적이고 균형이 잡혀있으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17)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
과 또 냉전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푸틴 대통령에게 “새
로운 냉전체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
다.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의 인권 문제와 미국의 러시아 제재 문제 등 두 나라
가 이견을 가진 부분들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였으나 두 나라는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양국 대사들의 복귀에 합의하였다. 이후 유엔 안
보리가 터키 국경을 통한 시리아 원조 활동을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에 대해 미
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통해 입장 차이를 조율함으로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
결될 수 있었다.18)

나. 진보 가치 대외정책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진보 성향의 대외정책의 사례로 먼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들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겠다는 방침 아래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 결정하였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였
다.19) 그리고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40여 개국의 정상을 초청하여 온라인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하였다.20) 또 존 케리 기후특사도 중국을 방문하여 두 나
17) https://foreignpolicy.com/2021/06/25/was-the-biden-putin-summit-a-success/
(검색일: 2021.7.12)
18) https://www.france24.com/en/middle-east/20210709-us-strikes-deal-with-russia
-to-continue-united-nations-aid-access-into-syria (검색일: 2021.7.12)
19) https://www.npr.org/2021/02/19/969387323/u-s-officially-rejoins-paris-agree
ment-on-climate-change (검색일: 2021.3.12)
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26/pr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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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21)
환경 문제 또한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
다와 미국 사이에 천연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건설 중이던 Keystone XL 파이프
라인 연결 사업을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켰다.22)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까닭은 그동안 미국 내에서 제기되어왔던 환경파괴의 우려 때문이었다.
Keystone XL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은 애초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민간에서 추
진되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 지나치게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제기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업 승인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환경보다 기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Keystone XL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
을 승인해주어 건설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마
찬가지로 환경 보호를 우선하며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진보 가치를 대외정책에 반영한 또 다른 사례로는 조세 정의를 내세운 ‘글로벌
최저 법인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정책을 들 수 있다. 재넛 옐런
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도입된다면 필요불가결한 공공재 마련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조세부담이 공평해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옐런 재무장관으로부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정을 제안 받은 G7
국가들과 G20 국가들은 그 취지에 동감하여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
의하였다.23) 이후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
서 현재는 약 130여개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정에 동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에 진보 가치를 반영한 또 다른 사안으로 여성·성소
수자 인권문제를 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통령 선거
dent-biden-invites-40-world-leaders-to-leaders-summit-on-climate/ (검색일:
2021.4.21)
21) https://edition.cnn.com/2021/04/15/asia/john-kerry-shanghai-china-us-taiwan
-intl-hnk/index.html (검색일: 2021.5.1)
22)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tc-energy-terminates-keystone-xlpipeline-project-2021-06-09/ (검색일: 2021.7.1)
23) https://www.forbes.com/sites/graisondangor/2021/07/11/g20-signs-off-on-15global-minimum-corporate-tax-heres-how-it-will-work/?sh=5b58bf281c7e (검색
일: 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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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에서 성평등, LGBTQI+, 여권 신장
(women empowerment) 문제에 미국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해왔
다. 그리고 취임 뒤 곧바로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24)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미 국무부는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무부가 주도하여 성전환자들의 생명 수호를 위한 유엔
인권위원회 부대 행사(side event)를 실시하였다. 또 국무부는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이 미국 정부의 신분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도
록 하고25), 남/여 이외에 다양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추
진 중이라고 밝혔다.26)

다. 선별적 개입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과 사안에 대해 개입을 축소
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선택과 집중하는 선별적 개입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을 축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중동이
다. 중동 지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개입 축소 정책의 사례로는 아프가
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과 예멘내전 개입 중단 방침을 들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시한을 당초 올해 9월 11일로 확정하고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회의 개최를 제시하는 등 종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려진 것
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 내부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안 없이 미군의
철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은 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
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0/execu
tive-order-preventing-and-combating-discrimination-on-basis-of-gender-iden
tity-or-sexual-orientation/ (검색일: 2021.2.18)
25) https://edition.cnn.com/2021/06/30/politics/passport-sex-markers-state-depart
ment/index.html (검색일: 2021.7.11)
26) https://www.state.gov/advancing-the-human-rights-of-lesbian-gay-bisexualtransgender-queer-and-intersex-persons-around-the-world/ (검색일: 2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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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철군 시한을 처음 예고했던 9월 11일보다 이른 8월 말로 앞당기고, 유엔
에 뒷일을 떠넘기고 빠져나오기로 결정하였다.27)
예멘내전에 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8) 국무부는
예멘내전 종식을 위해 팀 렌더킹(Tim Lenderking)을 예멘 특사로 임명하는 한
편, 예멘에서 이란과 사실상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사우디에 대한 지원도 중단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채널을 재가동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29)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편파적인 외교를 하며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난 받는 이
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텔아비브(Tel Aviv)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을 당시, 바이든은 “경솔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집권 이후 주
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에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이스라엘에 경도된 입장에
서 벗어나 공평한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0) 특히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West Bank)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것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조치
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2 국가 방안’(two-state solution)
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면서
4월 7일 미 국무부는 이날 팔레스타인에 2억 3,500만달러 지원 계획을 밝히기
도 했다.31)
27) https://www.newyorker.com/news/dispatch/the-uncomfortable-truth-of-bidensrapid-afghanistan-withdrawal (검색일: 2021.7.30)
28) https://www.politico.com/news/2021/02/04/biden-yemen-war-lgbtq-rights-465910
(검색일: 2021.6.10)
29) https://www.voanews.com/usa/biden-end-us-support-saudi-attacks-yemen (검색
일: 2021.3.22)
3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5/20/remarks
-by-president-biden-on-the-middle-east/ (검색일: 2021.6.23)
31) https://www.state.gov/u-s-assistance-for-the-palestinian-people/ (검색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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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 정책의 입체화
바이든 행정부는 당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중국의 부상을 인식하는 만큼,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3월 19일 주요 동맹국 순방을 마친 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과 마주
한 2+2 회담의 설전이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안보보좌관이, 중국은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참석했다. 공개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신장문제, 타이완, 미국
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판했다.32) 이에 중국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선동해 중국에 적
대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응수했다.33) 사실 취임 당일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중
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주미대만대표 샤오메
이친(蕭美琴)이 사상 처음으로 초청한 것이다.34) 그리고 3월 30일 존 헤네시니랜드(John Hennesy-Niland) 주팔라우 미국 대사가 수랑겔 휘프스(Surangel
Whipps) 팔라우 대통령의 타이완 방문을 동행하는 형식으로 타이완을 방문하
였다.35) 이는 1979년 국교단절 이후 42년 만에 미국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한
것으로,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한편 3월 의회에 제출된 무역정책보고서에서 밝
히고 있는 바,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 및 주변국들과 연대를 통해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
6.23)
32)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chinese-director-of-the-office-of-the-central-commission-forforeign-affairs-yang-jiechi-and-chinese-state-councilor-wang-yi-at-th/ (검색일:
2021.4.30)
33) https://apnews.com/article/donald-trump-alaska-antony-blinken-yang-jiechiwang-yi-fc23cd2b23332fa8dd2d781bd3f7c178 (검색일: 2021.4.30)
34) https://www.wsj.com/articles/biden-sends-important-foreign-policy-signal-with
-taiwan-inauguration-invite-11611230623 (검색일: 2021.2.18)
35)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163127 (검색일: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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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인도, 호주와 1차 쿼드가 성사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쿼드(QUAD)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36) 아울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인도·태평양 역내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역내 인프라 투자 계획인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
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정책을 제안하였다.37) 한편 민주주의 국
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달리 미국 독자
위주의 대중 압박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국가들과 연대
를 통한 대중 압박 정책을 펼쳐나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38)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에는 차이점도 있다. 통상과 안보
문제에 집중하여 대중 압박정책 일변도를 추구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
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미중 두 나라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 협력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하는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대외정책 어젠다로 여기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중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이란 핵합의 복원에도 중국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러시
아,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차르라
는 별칭으로 불리는 켐벨 백악관 조정관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하며
“모종의 관여가 있을 것”이라 언급하여 양국간 고위급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
을 시사하였다.39)

3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quad
-leaders-joint-statement-the-spirit-of-the-quad/ (검색일: 2021.6.28)
3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6/12/fact
-sheet-president-biden-and-g7-leaders-launch-build-back-better-world-b3w
-partnership/ (검색일: 2021.7.30)
38) https://www.lowyinstitute.org/publications/credit-biden-s-bid-united-statesdemocracy (검색일: 2021.7.30)
39)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kurt-campbell (검색일: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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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과제
본 논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 출범한 뒤부터 6개월 사이에 제
시한 대외정책 방향과 실제로 집행한 대외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공식 연설과 문건을 통해 밝힌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거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미국이 실제로 집행한 대외정책의 추진 경
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논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이
든 행정부는 네 가지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대외정책을 집행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이 분류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특징 네 가지는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와 관계 복원, 진보 가치 대외정책 추진, 선별적 개입 정
책, 중국 정책의 입체화이다. 이러한 네 가지 기조 아래 추진해온 바이든 행정
부의 대외정책이 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맞닥뜨린 과제들 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
는데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중
요한 대외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어야 할 대표적인 두 나라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뚜렷
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3월 알래스카에서 중국
과 가진 첫 고위급 회담에서는 서로 격한 말을 주고받으며 입장의 차이만을 확인
하였다. 러시아와 관계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외교관계
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바이든 행정부가 주미 러시아 외교관 23
명에 대해 비자 만료 시점에 미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
아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외교관 추방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진보 가치 외교의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바이
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회복 수단의 하나로 인류 보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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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내세웠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후변화 문제, 인권
문제, 비핵화를 포함한 군축 문제, 보건 문제 등에서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
겠다는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권위주의 국가들과
협력이 필수 요소이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의 문제나 군축 문제는 중국과 협력
없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인권
문제 등 다른 가치 외교 사안들 중 일부는 권위주의 국가들과 충돌을 피하기 어
려운 사안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사안들 중 어느 쪽에 더 주력을 할 것인지, 그
리고 권위주의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미국의 영향력을 언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
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
교력은 정작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보호가 필요한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의 인권
과 민주주의를 위한 역량은 축소되고 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발휘되고 있
다. 이처럼 미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인 미국의 개입 정책이 지속된다
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가 도덕적으로 발휘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
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
책을 계승한 부분이 바로 중국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
나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계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협력과
경쟁의 균형이 이뤄진 상태에서 대중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외교협상이 필요한데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는
협력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착은 시진핑 정부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문제에 있어서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입지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협력과 경쟁의 수위를 어
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결정이 곧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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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많은 대외정책 난제들을 안고 출발하였다. 그런
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대외정책 기조들은 이미 어려운 문제들을 더욱 어렵
게 만드는 요소들을 안고 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
을 포함하여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외정책을 이끌고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 평가하였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외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외
교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이끄는 미국 스스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
다. 물론 우리 정부도 적극적 협력 요청 대상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바이
든 행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위한 사안들을 선정할 때 앞선 네 가지 과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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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d
Its Challenges
Kim, Young Jo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hin, Young-Hwan (Korea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principles and problems. This paper analyzed Biden administration's official
documents and speeches made by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regarding foreign policy. This paper claims that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built on four major principles; rebuilding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diplomacy, pursuing progressive policy agenda, selective
intervention, and China policy layered by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is
study identified four policy tasks for Biden administrations to resolve in order
to achieve its foreign policy goals. They are manag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authoritarian countries, internal dilemma of pursing progressive policy
agenda, dealing with morality of America's place in the world, and finding
equilibrium in its relations with China.
Key Words: Joe Biden,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merican foreign
relations, glob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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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함의

이상현 (이어도연구회)

1. 들어가며
2.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
3. 중국의 도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4. 나가며: 한국에 주는 함의

이 논문에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해양경비력 강화에 매진하는 경위
와 의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이것
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진핑 정권하
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기치로 발족한 중국해경국이 ①해경함정의 대형화와
중무장화를 통한 해경전력 강화, ②문민통제에서 군사조직으로의 지휘체계
변화, ③중국해경법 제정 등을 통해 급속도로 해양경비력 강화를 추진해
오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배후에 감춰진 의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
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검토함에 있어 중국의 해양회
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을 방위성과 외무성이 공개한 전략문
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뒤, 일본이 마련하여 실시중인 대처방안을 ①위기관
리 메커니즘, ②해상보안체제 강화, ③해상방위체제강화, ④국제공조체제
강화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와 일본의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중 해양치안기관
장 회의와 같은 대화채널 활용, 해경전력 강화 및 해경·해군의 상호연대 강
화를 통한 해상보안체제 강화, 국제공조체제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중국해경국, 중국해경법. 일본해상보안청.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양 회색지대 전략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국이 해양경비력 강화에 매진하는 경위와
의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이것이 한국
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6개월이 지났다. 바이든 정부 출
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에서
심화된 미중대결 구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겠지만, 이슈영역에 따라 양국 간에
는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 그리고 대결(Confrontation)의 3
중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1) 미중양국은 기후변화나 보건 방역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우호 협력을 유지하지만, 무역
과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경쟁관계가 그리고 지정학적 영역에서는 대결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양국의 지정학적 대결이 확실시 되는 지역으로 지목
된 곳은 제1도련선(Island chains) 내에 위치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타이완이다.
이 중 지정학적 대결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속속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4월 1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물론 6월 13일 영
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동·남중국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
와 함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를 파괴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 참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고,2) 6월 15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이 ‘구조적 도전’이자 안
보위협이라는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3) 동맹관계를 복원하였다는 평가를 받
1)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도 1월 27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적대(adversarial), 경쟁(competitive), 협력(Cooperative)의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to the press, "Secretary Antony
J. Blinken at a Press Availability," January 27, 2021. https://www.state.gov/secretary
-antony-j-blinken-at-a-press-availability/ (검색일: 2021.9.11)
2) 뺷중앙일보뺸, 2021. 06. 14.
3) 뺷중앙일보뺸,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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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남
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및 항행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및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에 대해 양국정상이 합의하였다.
이처럼 서방국가들의 대중 포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2월 1일 중
국 해경의 조직 근거법이자 중국해경국(中国海警局)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한
해경법(海警法)을 발효시켜 동·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주변국들
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확립된 국제법을 무시한 채 동·남
중국해를 무대로 자국의 해양권익 강화를 위한 해양공세를 추진해 왔다. 남중국
해에서는 분쟁해역의 암초를 인공섬으로 조성하여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한편
으로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釣魚島 (댜오위
다오))에 해경경비정을 상시 파견하여 긴장을 조성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일
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이번에 제정된 중국해경법이 지역 해양질서
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를 계기로 동·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지배 움직임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해양공세 추이를 돌이켜 보면 중국은 이미 2012년 시점부터
해양강국 건설을 내세워 해양권익을 수호하고 제1도련선 내의 남중국해와 동중
국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노력을 본격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분쟁해역의 영유권 수호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목한 것이 해양
관리와 해양경비 역할을 수행하는 해경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분
쟁해역에서의 영유권 수호 임무를 중국 해군이 담당하였지만 해군이 전면에 나
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의 우려를 감수해야 했다. 반면에 비군사적 수
단인 해경은 변화하는 전략환경 하에서 해상치안 활동과 국방의 경계를 넘나들
면서 중국의 해양 영유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군을 대신하는 매력적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4)
한편 중국의 해양 경비력 강화는 한국에게도 대처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4) Lyle J. Morris, "Blunt Defenders of Sovereignty: The Rise of Coast Guards in East
and Southeast Asi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0, No. 2(Spring 2017),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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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할권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해양 영토 주권을 지켜내야 하
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해양공세와 일본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주시와 관찰을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이란 기치를 내걸
고 동·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해양공세를 강화하는데 있어 첨병의 역할을 수행
하는 중국해경국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중국해경의 발족 경위, 역량강
화의 실체와 그 의도를 검증하였다. 이어서 중국의 해양공세에 대한 일본의 위
협인식을 전략문서를 통해 살펴본 뒤 어떠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
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중국의 해양공세
와 일본의 대응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2.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
가. 중국의 해양전략과 중국해경국의 출범
200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된 공세적인 해양팽창의 기원은 1950년대로 거슬
러 올라간다. 1950년대 중국은 프랑스가 파라셀 제도(Parcels Islands)에서 철
수하자 남베트남과 더불어 군대를 파견하여 파라셀 제도를 양분한 것이다. 이후
중국은 미군의 남베트남 철수 직후인 1974년 1월 남베트남 실효지배하의 파라
셀 제도 서부 지역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5) 1988년에는 베트남의 지배하에 있
던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Fiery Cross Reef, 중국명 永暑礁(융수자오))를 무력
으로 제압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자 필리핀에서 가
까운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 중국명 美濟礁(메이지자오))를 점거하였
다. 동중국해에서는 1978년 100여척이 넘는 중국 무장어선이 센카쿠 열도로 몰
5) 川島真, 뺷21世紀の中華：習近平中国と東アジア뺸, (東京：中央公論新社, 2016),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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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해상데모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영해법을 제정하여 주변국들
과 영유권 분쟁 중에 있는 스프레틀리 제도(Spratly Islands)와 파라셀 제도,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영유하는 도서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중국은 21세기에 들어 국가 정체성
을 대륙국가이자 해양국가인 것으로 규정하여 해양대국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정책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
진하고 이를 통한 해양 개발과 관리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
임은 후진타오(胡錦濤) 정권 말기에 들어서 본격화 되었다. 2008년 국가해양국
(国家海洋局)이 작성하고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해양사업발전규획강요(国家海
洋事业发展规划纲要)｣는 중국의 21세기 해양정책을 이해함에 있어 빠질 수 없
는 문건이다.6) 이 문건은 해양문제가 국가의 근본이익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 해양대국 중국의 해양전략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11월에는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제18차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선포하였고,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전
략으로 ①해양자원 개발능력 향상, ②해양경제 발전, ③해양생태환경 보호, ④
해양권익 수호를 제시하였다.7) 후진타오에 따르면 해양강국은 해양의 개발, 이
용, 보호, 관리에 있어 종합적 역량을 가진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4가지 전략 중 앞의 3가지가 기존 해양발전
과 관련한 정책문서의 연장선상이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국가 해양권익 수호가
포함되면서 해양강국은 중국의 해양팽창 의지를 반영하게 되었고, 다분히 군사·
안보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8) 이로써 해양권익 수호를 일선
에서 담당하는 해양치안기관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조
직개편과 강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6) 国家海洋局, “国家海洋事业发展规划纲要,” 2008. 2. 22. http://www.gov.cn/gzdt/200802/22/content_897673.htm (검색일: 2021.9.11)
7) Xinhua, 19 November, 2012.
8) 増田雅之, “中国の海洋戦略と海上法執行機関-開発戦略から強国戦略へ,” 뺷ハブ・ダンド・
スポークを超えて(防衛研究所・オーストラリア国立大学共同研究)뺸 (東京: 防衛研究所, 201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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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시진핑 정권의 출범은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을 내걸고 공세적
인 해양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18차 당대회와 이듬해 3월의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거치면서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몽(中国夢)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후진타오의 유산
을 이어받아 2013년을 해양강국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이로써 해양강국
건설은 시진핑이 내거는 중국몽 실현은 물론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상호 긴밀
한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9) 중국몽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
현하기 위한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비전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양영토 수호를 통한 중국의 주권, 안보, 개발이익을 단호하게 수
호하는 것이야말로 중국몽 실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되었다.
한편 시진핑 정권이 내세운 해양강국 건설을 구체화해 나가는 위해서는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한 제도와 조직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복수의 조직이 병
존하고 있던 해상법집행 기구를 통합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이다. 그리하여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무원 중앙부처에 대
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행정을 담당하는 중심부처라 할 수 있는 국토
자원부 소속 국가해양국(国家海洋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10) 그리고 국
가해양국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해경국이 해양 권익 수호와 해양법집행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해양국 산하 조직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중국해경국이 발족하기 이전에는 국토자원부·농업부·공안부·해관총서·교통운
수부 등 5개 중앙부처 소속 해양 조직들이 각각의 해당분야에서 해양관리와 해
상법집행을 담당하고 있었다. 미국이 오룡(Five Dragons, 五龍)이라 칭한 5대
해양조직이란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의 해감(海監, 해양감찰), 농업부 어업국
9) Kristen Gunness, "China's Gray-Zone Capabilities in the East China Sea" Murky
Waters in the East China Sea,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pecial Report,
#90, May 2021, p.13.
10) 국가해양국의 역할과 조직 변천을 다룬 논문으로는 안슬기, “중국 해양관리기구 재편: 국가
해양국 조직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뺷新亞細亞뺸, 제24권 3호(2017 가을); 益尾知佐子, “中
国海洋行政の発展：南シナ海へのインプリケーション,” 뺷アジア研究뺸, 第63巻, 第4号(201
7, 10)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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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정(漁政, 어업행정), 공안부 산하의 공안변방(국경경비) 해경부대인 해경
(海警), 해관총서 해상밀수단속경찰인 해관(海関, 세관), 교통운수부 중국해사
국의 해순(海巡)을 말한다. 중국 해감은 1999년 해양권익 유지, 해양법집행, 해
양환경 보호, 해저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발족한 조직
으로 2000년대 후반 경에는 동·남중국해에서의 정기적인 감시활동 수행을 담당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11) 어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주변국과의 어
업협정에 따른 공동수역 감시를 위해 1995년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외양에서 어
업활동을 하는 중국어민에 대한 어업단속활동이 주된 임무였다. 이처럼 해감과
어정은 주로 외양에서의 해양감시와 어업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 중국해경국이 창설될 때까지 센카쿠 열도 주변해역이나 남중국해의 분
쟁해역에 출몰한 중국함정은 해감과 어정 소속의 함정이었다.
해감과 어정이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주로 원해를 무대로 활동하였는데 반해,
소형 및 중형선박을 보유한 해경과 해관은 주로 근해에서의 활동에 종사하였다.
해양범죄 수사, 치안유지, 구난활동을 임무로 1951년에 창설된 변방 해경은 중
국이 해양권익을 주장하는 모든 해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
지만, 분쟁해역이나 민감한 해역은 활동지역에서 배제되었다.12) 해관은 밀무역
등의 단속을 위해 2000년에 발족한 법집행기관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5개 해
양 법집행기관 중 해순을 제외한 4개 기관이 통합 재편되면서 2013년 중국해경
국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2013년 중국에서 해경국이 발족하게 된 간접적인 배경으로는 먼저 1994년 유
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발효를 들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주요국의 해양경찰 조직을 보게 되면 한국
과 일본을 제외하면 해양전문 조직으로서의 역사가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

11) 竹田純一, “新発足 中国海警局とは何かー整合の進展度と今後の行方,” 뺷島嶼研究ジャーナ
ル뺸 第3巻, 2号(2014. 4), pp.95~100; 森本敏編, 뺷海洋国家中国にニッポンはどう立ち向
かうのか뺸 (東京：日本実業出版社, 2016), pp.138~141.
12) アンドリュー・ｓ・エリクソン・ライアン・ｄ・マーティンソン編,
뺷中国の海洋強国戦
略：グレーゾーン作戦と展開뺸 (東京：原書房, 2020),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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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가의 해경조직 탄생은 1982년에 제정되어 1994년 발효한 UNCLOS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해서 UNCLOS가 200해리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바다의 범위가 기존의 영해 12해리에
서 200해리로 대폭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인접국 또는 마주보는 대향국(對
向國)과의 해영경계 획정 문제를 촉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을 가져왔고, 그 결과 동아시아의 주요국들은 90년대 후반
경부터 해경과 해군의 역할 분할에 나서게 된 것이다. 중국해경국 또한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표 1> 동아시아 주요국의 해양경찰조직
국가/지역

창설연도

조직명

약칭

일본

1948

해상보안청

JCG

한국

1953

해양경찰청

KCG

필리핀

1998

연안경비대(해군에서 독립)

PCG

대만

2000

해안순방서

TCG

말레이시아

2005

해상법령집행청

MMEA

중국

2013

해경국

CCG

베트남

2013

해상경찰(해군에서 분리)

CSB

인도네시아

2014

해상보안기구

BAKAMLA

자료: 竹田純一, “比較分析！中国海警局と海上保安庁,” 뺷世界の艦船뺸, 2019. 2, p.111.

둘째로 해상법집행 능력의 강화 필요성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중국해경국이
발족하기 전에는 해양관리와 법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이 난립함으로 인해 임무
가 중복되는 등 해상법집행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표 2>
에서 볼 수 있듯이, 5개의 해양관리 조직이 수행하는 해양자원, 밀어단속, 해양
환경, 공안, 항행안전 등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 당
국은 흩어져 있는 조직을 통합하여 중복된 권한과 지위 명령체계를 정비하고 예
산과 장비 등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통해 해상법집행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었던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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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해상법집행기관의 임무 중복
임무

해양자원

밀어단속

해양환경

공안

해감

⃝

⃝

⃝

⃝

어정

⃝

⃝

⃝

해경

항행안전
⃝

⃝

해관
해순

밀수단속

⃝

⃝
⃝

⃝

⃝

⃝

자료: 佐藤考一, “中国の海洋攻勢：海警・漁船の活動をめぐる諸問題,” 뺷アジア太平洋討究뺸, 第30号 (January
2018), p.6.

셋째로 동·남중국해 연안국과의 영유권 분쟁 악화이다. 2012년은 동·남중국
해의 해양질서가 요동친 한 해였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
는 무인 암초인 스카버러(Scarborough Shoal, 중국명 黄岩岛(황옌다오))를 중
국 어정과 해감함정이 점거하여 필리핀 해경과 2개월에 걸쳐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
본정부가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의 해감함정이 다수 센카쿠열도에 출몰하여
일본의 실효지배 강화 움직임에 도전하였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의 해양 영토로
간주하는 해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조치가 중국의 해양권익 수호 의지에
불을 지핀 것이다.

나. 제2해군으로 변모하는 중국해경
일각에서는 통일된 충원제도나 훈련제도의 미비, 해경직원들의 기술 및 경험
부족, 이전 행정조직의 영향력 상존 등 4개 해양조직의 통합으로 발족한 중국해
경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14)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해경은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13) 川島真編, 뺷チャイナ・リスク뺸 (東京：岩波書店, 2015), p.179.
14) アンドリュー・ｓ・エリクソン・ライアン・ｄ・マーティンソン編, 앞의 책,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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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경전력 강화
2013년 출범한 중국해경국은 제2해군을 목표로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괄
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대형 경비
함정 증강 및 무장화를 통한 해경전력 강화이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2013년
중국해경국 창설 이후 급속도로 대형 해양함정 건조를 통한 해양경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2017년 미 국방부는 경비정의 총 톤수와 인력 면에서 중국
해경을 세계최대 규모의 해양경찰이라 평가한 바 있다.15)
아래 <그림 1>은 중국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1000톤 이상의 대형
함정 수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중국해경국과 해상보안청의 역량 비교

자료: 防衛省, 뺷防衛白書(令和3年版)뺸 (東京：日経印刷, 2021), p.31.

중국해경국이 출범하기 이전인 2012년 중국이 보유한 대형 함정 수는 40척으
로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51척에도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중
국해경국이 발족한 이후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대형함정 건조를 급속도로 추진
15)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7, 2017,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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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2019년에는 중국해경이 보유한 대형 함정 수는 130척으로 2012년과 비
교해 무려 3배나 많은 대형함정을 보유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수치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 66척과 비교했을 때도 무려 2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겠다.
이처럼 중국해경이 대형함정 증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국
해경이 동·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해역에 상시적으로 대형함정을 동원할 수 있
는 체제를 갖추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상대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무
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6) 뿐만 아니라 대형함정을 동원하게 되면 활동반경
이 확대되고 분쟁해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작전수행이 가능해진다.17) 이를 통
해 중국해경은 동·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해상 활동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이고 상시적인 현시(顯示)를 통해 해양관할권의 기
정사실화를 실현하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우세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
는 것이다.18) 2020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중국해경이 전력증
강을 통해 다수 분쟁지역에서 동시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게 되었
다고 지적한다.19)
실제로 중국해경의 대형함정 증강은 동중국해 센카쿠 주변해역에서의 활동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인근 해역에 대한 상시적인 항행과 일본
어선에 대한 어업단속을 통해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너뜨
리려는 회색지대 작전(Gray Zone Operation)을 구사하고 있는데, 대형함정의
증강 배치로 인해 성공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해졌다. 해상보안청이 매년 발간하
16) Lyle J. Morris, "Blunt Defenders of Sovereignty: The Rise of Coast Guards in East
and Southeast Asia,"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70, No. 2(Spring 2017), p.6.
17) 죠슈아 힛키(Joshua Hickey)·앤드류 애릭슨(Andrew S. Erickson)·핸리 홀스트(Henry Holst)
는 중국해경이 장거리운항은 물론 세계최대규모의 작전능력을 가진 함정을 보유하게 되면서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의 해적퇴치 작전 및 해상교통로 방어와 같은 임무수행도 가능해졌다
고 평가한다. アンドリュー・S・エリクソン・ライアン・D・マーティンソン編, 뺷中国の海
洋強国戦略：グレーゾーン作戦と展開뺸, (東京：原書房, 2020), pp.152~153.
18) 박주현, “해경 부활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뺷KIMS Periscope뺸 제94호(2017. 8. 11)
http://www.kims.or.kr/peri94/ (검색일: 2021.08.03)
19)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2020,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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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뺷해상보안리포트2021(海上保安レポート2021)뺸에 의하면 2020년 중국 해경
함정이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에 출현한 일수는 333일로
2019년의 282일을 갱신하였고, 접속수역에서의 연속확인일도 111일로 최장일
수를 기록하였다.20) 이는 거의 상시적으로 중국 해경함정이 센카쿠 주변해역에
서 순찰·경비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대형함정의 증강배치가 해양
공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해경함정의 대형화와 더불어 중국해경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경함정의 중
무장화이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형 해경함정
은 기존 함정에 비해 대폭 크기와 능력이 향상되어 대부분이 헬리콥터 시설, 대
용량 방수포 및 30~76mm의 총화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21) 일반적으로 적
함정이나 항공기에 대항하기 위해 중무장을 하는 해군과는 달리 문민 경찰의 경
우 국내 치안유지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경무장이 원칙이다. 해양 경찰 또한
주된 활동이 어선이나 밀수선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포이기 때문에 이
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구경 20mm에서 40mm 정도의 기관포가 일반적이다.22)
하지만 일부 중국해경의 대형 경비정은 해군함정이 보유하는 적 함정이나 항공
기를 공격할 때 쓰는 대형 76mm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우려
를 야기하고 있다.23) 이는 경찰권의 발동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해상 영유권 분쟁국과의 긴장
고조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한층 불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후술하지만, 2021년 방위작전 수행을 규정한 해경법 제
정으로 중국 해경함정의 중무장화 추세는 향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 海上保安庁, 뺷海上保安レポート2021뺸 (東京：日経印刷, 2021), p.16.
21)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앞의 책, pp.70-71.
22) 山本勝也, “防衛駐在官の見た中国(その22)ー＂中国海警は第2の中国海軍,＂ 海上自衛隊幹
部学校戦略研究会コラム(칼럼 071), 2015. 9. 18.
23) 중국해경은 2015년부터 76미리 포를 탑재한 대형 경비정을 센카쿠 주변해역에 파견하기 시
작하였다. Edmund J. Burke, timothy R. Heath, Jeffrey W. Hornung, Logan Ma, Lyle J.
Morris, Michael S, Chase, China's Military Activities in the East China Sea: Implications
for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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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휘체계 변화
보유 함정의 대형화·무장화와 더불어 중국해경의 두 번째 큰 변화로 들 수 있
는 것이 지휘체계의 강화이다. <그림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해경은 2013
년 출범 당시에는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산하의 국가해양국 소속으로 출발하
였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중국해경국은 불과 5년 후인 2018년 실시된 조직재편으로 인해 인민
해방군, 민병조직과 더불어 중국의 무장역량(armed forces)을 구성하는 주체인
인민무장경찰부대(이하 무경)에 편입되었다.24) 이보다 앞선 2018년 초에는 중
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 공안부에 의한 이중지휘체계 아래에 있던 무경이 시진
핑 국방·군사 개혁의 일환으로 중앙군사위원회에 의한 일원적 지휘체계에 편입
된 바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경에 소속된 중국해경국은 인민해방군과 마찬
가지로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준군사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
다.25)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향후 중앙군사위원회의 일원적인 지휘체제하에서
인민해방군과의 통합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일부 전문가는 중국해
경을 무경에 편입시킨 조직개편 의도가 인민해방군 해군과의 운용상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26) 주변국들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대책으로 해군과 해경의 상호운용 강화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중국 또한 양배추
전략을 포함한 군·경 협력체제의 강화 필요성에 당면했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2020년 6월에 개정된 ｢인민무장경찰법｣에는 무경에 대한 중앙
군사위원회의 통일적 지도가 명기됨과 더불어 해경 편입을 반영하여 ‘해상권익
옹호·법집행’이 무경의 새로운 임무로 추가되었다.27)
24) 무경은 국방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과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공안의 중간영역을 담당하며,
주요 임무는 폭동진압이나 테러대책, 중요시설 경비 등이다. 川島真・小嶋華津子, 뺷よくわ
かる現代中国政治뺸 (東京：ミネルヴァ書房, 2020), p.43.
25)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무장역량을 지도하는 군 최고결정기관으로 주석, 부주석(2명),
위원(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주석은 당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임하는 최고지도자가 담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 현재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다. 위의 책. p. 40.
26) エリック・セイヤーズ・小谷哲男, ｢東アジアの同盟戦略｣(アジア戦略イニシアチブ(ASI)ポ
リシー・メモランダム, 笹川財団Japan-U.S. Program 2019.8, p.3.

124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1권 3호(통권83호)

해경의 제2해군으로의 변모는 중국해군과의 연대강화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2021년 방위백서는 해군출신자가 해경부대의 주요보직에 임명되고 퇴역
한 해군 구축함과 호위함을 해경이 접수하여 해경함정으로 개조하는 등 인사와
장비면에서의 군·경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8) 앞서 언급한
일부 중국 해경함정이 76mm포를 장착하는 등 중무장화 경향을 보이는 배경에
는 이러한 군경간의 장비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중국해경국의 지휘체계 변화
2013년

2018년

국무원 (중앙정부)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중앙군사위원회

공안부

무경

중국 해경국

인민해방군

민병

중국해경국

자료: 뺷毎日新聞뺸，2018. 7. 1.을 참고로 필자 작성

(3) 해경법 제정을 통한 근거법 마련
중국해경의 세 번째 큰 변화로는 활동근거법인 해경법의 제정을 들 수 있
다.29) 중국해경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한 중국해경법은 2020년 11월 초안이 공
표된 이후, 이듬해인 2021년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서 가결된 이후 2월 1일 발효되었다.30) 해경법 제정은 지난 2020년 시진핑 국
27) 防衛省, 뺷防衛白書(令和3年版)뺸, (東京：日経印刷, 2021), p.27.
28) 위의 책. p.27.
29) 중국해경법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 국내 논문으로는 유현정, “중국해경법
주요내용 분석 및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뺷이슈브리프뺸, 제245호, 2021. 2. 23.; 장
혜진. 조비연. 이상국, “중국 해경법의 주요 내용 및 안보적 함의,” 국방연구원 뺷국방논단뺸,
제1849호, 2021.5.6.
30) 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中华人民共和国海警法,” 2021. 1. 22. http://www.moj.gov.cn/
pub/sfbgw/flfggz/flfggzfl/202104/t20210401_350112.html(검색일: 2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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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석이 국가주권 및 핵심이익 수호와 관련된 법정비 착수를 지시한 데서 비롯
되었다.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장경찰법(이하 무경법)과 중화인민공화
국 국방법(이하 국방법)이 각각 6월과 12월에 개정되고, 2021년에는 해경법의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서열3위인 리잔슈(栗战书)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3월 8일 공표한 활동보고에서 시진핑 강군사상을 관철시
키고 신시대 국방 및 군대건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해경법제정의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31) 이로써 중국해경은 출범한 지 7년 만에 임무 수
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경법 발효 직후 중국외교부 왕원
빈(王文斌) 부보도국장은 중국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으로 국제관례와 각국의 실
천에 합치한다고 말하였고, 중국외교부도 2월 4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완전
히 합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32)
물론 중국의 해경법 제정은 중국해경의 활동 규범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조직의 투명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도 가능하다.33) 하지만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은 중국해경
법이 국제법에 반하는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해경이 이 법을
근거로 활동을 강화할 경우 분쟁해역에서의 긴장고조는 물론 동아시아 해양질
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제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중국해경법의 규정으로 대표적인 것이 관할해역
을 규정한 3조와 외국 군함 등에 대한 강제조치를 규정한 제21조 그리고 무기사
용을 규정한 22조이다. 이들 조항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
는 권한을 중국해경국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제3조 규정의 문제는 해
경의 활동공간이자 이 법의 적용범위인 관할해역의 범위가 애매하고 불명확하
다는 점이다. 해경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관할해역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는 의
도적으로 제외되었지만, 해경법 발효 전인 2020년 11월에 제시된 해경법 초안
31) 뺷産経ニュース뺸, 2021.03.09.
32)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02.04.
33) Shuxian Luo, "China's coast Guard Law: Destabilizing or Reassuring?" THE DIPLOMAT,
Jan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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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할해역의 범위를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및 중국
이 관할하는 그 외 해역”으로 규정한 경위가 있다.34) 유엔해양법(UNCLOS)이
인정하는 국가관할 수역이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임
을 고려한다면 중국해경법은 UNCLOS가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관할하는 그 외
해역’이라는 것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중국의 해
양관할권 주장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역
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구단선(nine dash line) 내의 해역이, 그리고 동중국해에
서는 센카쿠 열도의 주변해역은 물론 오키나와 해구(Okinawa Trough) 까지의
광범위한 영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35) 다시 말해서 동·남중국해를
자국의 내수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중국 해경법은 제1도련선 내
의 광범한 해역을 모두 중국의 관할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문제는 중국과 주변국 간의 해양경계는 베트남과의 경계인 통킹만 해역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이 미획정인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36) 따라서 중국 일
방적으로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중국해경이 해경법을 근거로 무기사용 등 관
할권행사를 하게 되면 주변국들과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대결과 충돌은 더욱 악
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외국군함 등에 대한 강제조치를 규정한 제21조는 국제법상 관할권면제
원칙에 반한다. 이 조항은 관할해역에서 위법활동을 하는 외국군함 등에 대한
퇴거 경고와 통제조치 및 퇴거에 응하지 않고 중대한 위험이나 위협을 가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중국해경에게 부여하고 있다. 타국 영해를 항행하
는 외국군함이나 정부선박은 연안국에 의한 관할권 행사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해석이며, UNCLOS도 연안국의 권리로 퇴거요청만을 규
34) 防衛省 홈페이지, https://www.mod.go.jp/j/approach/surround/ch_ocn.html (검색일:
2021.6.20)
35) Wataru Okada, China's Coast Guard Law Challenges Rule-Based Ord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respond to China's maritime coercion, THE DIPLOMAT,
April 28. 2021.
36) Chisako T. Masuo, "The Coast Guard Law: China's readiness for a Maritime Military
-Civil Fusion Strategy," AJISS-Commentary, No.288. April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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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을 뿐 강제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외국군함 등에 대한 관
할권 행사를 규정한 해경법 21조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에 대한 중국해경의 방해활동에 법적 정당
성을 부여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37) 중국은 외국의 군용선박이 영해 항
행시에는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무해통항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해경은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 함정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8) 이와 같은 논리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해상보안순시선에 대한 강제조치는 자위권 발동으
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미칠 부정
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기사용을 규정한 제22조의 무기사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22조는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국가주권이나 주권적 권리, 관할권이 외
국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불법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무기사용
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중국해경은 중국관할 수역에 조업목적으로 진입하는 외국선
박에 대해서도 무기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선박이나 어선과 달리 국제법상 관할
권 면제를 적용받는 외국군함 등에 대해서도 무기사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하지
만 UNCLOS은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하는 외국군함에 대해 연
안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퇴거요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해보다 넓
은 관할해역을 적용범위로 하여 무기사용을 규정한 중국해경법은 국제법이 규정
하는 연안국의 권리 범위를 초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 군함
등에 대한 무기사용은 군사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39)
37) Kentaro Huruya, “The China Coast Guard Law and Challenges to the International
Order — Implications for CCG Activity around the Senkaku Islands,” International
Information Network Analysis, Sasakawa Peace Foundation, March 8, 2021.
https://www.spf.org/iina/en/articles/furuya_03.html (accessed on August 26, 2021)
38) 竹田いさみ, 뺷海の地政学：覇権をめぐる400年史뺸, (東京：中公新書, 2019), pp.198~200.
39) Raul Redrozo, "Maritime Poli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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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의도
해양강국 건설을 표방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해 이루
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에서의 영토·주권 수호이다. 중국은 1990
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에 걸쳐 인도를 제외한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대다수
주변국들과의 육상국경문제를 해결해 왔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타이완, 센카쿠
열도, 남사제도 등 해양의 영토·주권 문제가 육상의 영토주권문제에 이어서 해
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진 것이다.40) 2019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뺷신시대의 중국
국방뺸이란 제목의 국방백서는 “남중국해, 댜오위다오 제도 및 그 부속 섬은 중
국 고유의 영토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필요한 방어력
을 배치하며,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섬 해역을 순항하는 것은 법에 따라 국가주
권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기술하고 있다.41) 다시 말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동
중국해와 남중국해가 중국의 바다이며 이 해역의 해양권익은 기본적으로 중국
에 속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인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
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의 인식과도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일방적인 주장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강화된 중국해경을 통해 분쟁해역에 대
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해군)이 전면에 나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방위 의무를 규
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미군의 개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강화된 해
경을 전면에 내세워 순찰이란 명목으로 집행관할권을 행사함으로서 무력충돌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너뜨리는 회색지대 작전(Grey
Zone Operation)을 구사하는 것이다.42)
Law Studies, Vol. 97, 2021, p.470; Okada, 앞의 글; Huruya, 앞의 글.
40) 중국의 육상 국경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川島真, 앞의 책, pp.183~185;
飯田将史, 뺷海洋へ膨張する中国뺸, (東京：角川SSC新書, 2013), 第一章.
41) 国务院新闻办公室, “新时代的中国国防”, 2019. 7. 24. http://www.gov.cn/zhengce/2019
-07/24/content_5414325.htm (검색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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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해양권익의 수호이다.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향후에도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감에 있어 어업자원 및 석유·천연가스와 같은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과 수출입 항로인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이다. 2020
년 중국의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보게 되면 석유는 70%, 천연가스는 40%로 상
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3) 따라서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
중국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어 여기에 대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
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주요자원의 해외의존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뿐만 아니라 세계최대의 무역국가인 중국은 수출입 물동량과 원유수입의
90% 가까이가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운반하기 때문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있어서도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전략 실행이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증가된 힘을 해양으로 투사
하여 지역패권 확립을 위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해양
제1열도선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로 내해화(內海化)하여 군사
적 성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44)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의
도와 맞닿아 있는 것이 A2/AD전략이다. 이 전략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
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중국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위해서는 동중
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영역지배 확립은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최근 들어 중국이 인민해방군 해군과 중국해경국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미래의 중국 바다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배
제하고 영역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특히 중국해경은 분쟁
42) 坂元茂樹, 뺷侮ってはならない中国ーいま日本の海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뺸, (東京：信山社,
2020), p.110; 日本再建イニシアティブ, 뺷現代日本の地政学뺸, (東京：中公新書, 2017), p.41.
43) 뺷中国石油新闻中心뺸, 2020.05.25.
44) 日本安全保障戦略研究所編, 뺷中国の海洋侵出を抑え込む：日本の対中防衛戦略뺸, (東京: 国
書刊行会, 2017),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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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서 미 해군함정의 자유로운 항해와 해양조사 활동을 저지하는데 선봉에
섬으로써 동·남중국해의 내해화를 통한 영역지배 확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A2/AD전략 수행에 필요한 중국해군의 외
양진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45)

3. 중국의 도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가. 일본의 위협 인식
해양국가인 일본은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가 자국 영해 및 EEZ의 안전과 해
양권익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와 물자의 수입경로인 해상교통로
의 안정적 이용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센카쿠 열도와 관련
해서는 중국이 독자적인 영유권 논리 하에 군사력이 아닌 중국해경을 앞세워 무
력충돌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인
식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방위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전략문
서인 ｢방위계획의 대강(防衛計画の大綱, 이하 방위대강)｣과 뺷방위백서뺸, 뺷외교
청서뺸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해양 회색지대전략(maritime gray zone strategy)
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국방관련 전략문건인 4년 주기 국방관련 보고서(QDR)가 처음으로 회
색지대를 언급한 것이 2010년인데, 같은 해 일본 민주당 정권이 수립한 방위대
강에서도 회색지대를 일본이 당면한 중요한 안보 과제로 지적하는 기술이 등장
하였다.46) 2010년 방위대강은 세계안보환경 추세의 하나로 회색지대를 언급하
며 “민족, 종교대립 등에 의한 지역분쟁에 더해 영토, 주권, 경제권익 등을 둘러
싸고 무력분쟁에 이르지 않는 대립이나 분쟁, 이른바 회색지대 분쟁은 증가하는
45) アンドリュー・S・エリクソン・ライアン・D・マーティンソン編, 앞의 책, p.129.
46) 고충석 외 8인, 뺷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뺸 (고양: 인간사랑, 2020), pp.
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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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다”고 기술하고 있다.47)
한편 일본의 전략문건에서 회색지대가 언급된 것은 2010년 방위대강이 처음
이지만, 센카쿠열도에서의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염두에 둔 기술은 2013년
제2차 아베내각 하에서 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에서부터 등장한
다. 2013년 12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방위대강에서도 회색지대 사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안보환경을 분석한 대목에서 “영토 및 주권,
해양에서의 경제권익 등을 둘러싼 회색지대 사태가 장기화하는 경향”을 지적한
뒤 이것이 보다 중대한 사태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48) 2010년 방위대강이 ‘영토, 주권, 경제권익을 둘러싼 회색지대 분쟁’이
라는 의미의 표현이었다면 2013년 방위대강은 “영토 및 주권, 해양에서의 경제
권익 등을 둘러싼 회색지대 사태”라고 하여 해양에서의 회색지대사태를 의식한
표현으로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선언이
후 중국의 해경경비정이 상시로 센카쿠 주변해역에 출몰하여 일본의 실효지배
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표현의 수정은 일본이 당
면한 센카쿠열도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더불어 2010년 방위대강이 회색지대에서의 위기적 상황을 언급하는데 그쳤
다면 2013년 방위대강은 이러한 상황의 장기화 및 중대 사태로의 악화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정세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차
이는 대처방안을 통해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2010년 방위대강에서는 ‘동적방위
력’이란 개념 하에 ISR활동(Intelligence[정보수집], Surveillance[경계감시],
Reconnaissance[정찰])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회색지대 분쟁의 발생을 억지
한다는 것이었다면, 2013년 방위대강에서는 동적방위력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통합기동방위력’을 제시하였다. 이는 회색지대 사태 등 각종 사태에 대한 빈틈
없는 대응과 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해상우위와 항공우위의 확보를 우선하며 이
47)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平成23年度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0.
12.17, p.2.
48)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平成26年度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3.
12.17.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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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남서제도 등에 대한 기동전개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49)
2018년 아베내각은 급속히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2013년 방위대강 수립 이후 불과 5년 만에 새로운 방위대강을 수립하
였다. 2018년 방위대강은 2013년 방위대강과 비교했을 때 중국에 대한 위협인
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
징이다. 먼저 2018년 방위대강도 이전 방위대강과 마찬가지로 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대처를 중시하고 있다. 2018년 대강은 일본이 당면한 안보환경의 특징으
로 중국의 국력 증강으로 인한 힘의 균형(power balance) 변화가 기존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유리한 지역질서 형성과 영향력 확
대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친 국가간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러한 국가간 경쟁이 평시에도 군이나 법집행기관을 활용하여
타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50) 이어서 회색지대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간 경쟁의 일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뒤 이러한 회색지대사태가 명확한 증후도 없이 보다 중대한 사태로 급속히
발전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은
경찰기관인 해상보안청의 몫이지만, 갑작스런 무력공격의 발생 등으로 유사시
로 발전하게 되면 자위대가 대처해야 하는 무력공격사태가 되기 때문에 중국해
경국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도발 강화로 인해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이 이전에 비
해 훨씬 고조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양공세와 관련해서는 ‘해상법집행기관과 군의 연대강화’
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방위대강이 작성되던 2018년
중국해경국이 정부조직인 국가해양국에서 중앙군사위원회의 일원적인 지휘하
에 있는 무경에 편입되면서 군사적인 색채가 강화되었음을 반영한 지적이라 하

49) 앞의 문서, p.12.
50)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閣議決定, ｢平成31年度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8.
12.8,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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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이와 더불어 방위대강은 중국이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면서 동중국해를 비롯한 해·공역에서 군사활동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
및 센카쿠열도 주변에서는 일본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경 경비정이 계속
해서 영해 침입을 일삼고 있으며 해군 함정 또한 상시적인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위기의식을 내비치고 있다.51)
2018년 방위대강에서 주목할 점은 해양 회색지대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구체
적인 처방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적극적인 공동훈련·연습
과 해외기항 등을 통해 평시에도 존재감”을 높여 나가며, “영해침입과 같은 우
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즉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여 자위대와 해상보안청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이며52), 또 하나는 후술하듯이, ‘중·일 방위당국간 해공연락메커
니즘(海空連絡メカニズム)’ 운용을 통해 해공역(海空域)에서의 우발사태 발생을
억지하고 신뢰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53)
한편, 2018년 방위대강 수립이후 공개되고 있는 뺷방위백서뺸와 뺷외교청서뺸에
서도 중국의 지속적인 해양공세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특히 중국해경법 발효 이후 발표된 2021년 뺷방위백서뺸와 뺷외교청서뺸에는 중국
의 현상변경 시도를 강하게 의식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2021년 방위백서
는 센카쿠 열도 주변해역에서의 중국해경 함정의 활동을 ‘국제법 위반’으로 명
확히 규정하는 한편,54) 중국의 해경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의 정합성
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관계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 동중국 및 남중국해 해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여 동 법 시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55) 이보다
51)
52)
53)
54)

앞의 문서, p.5.
위의 문서, p.10.
위의 문서, p.15.
防衛省, 뺷防衛白書(令和3年版)뺸, (東京：日経印刷. 2021), p.28. 이와 더불어 2021년 방위
백서는 타이완 정세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주
목을 받았다.
55) 防衛省, 위의 책,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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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서 발표된 외교청서에서도 센카쿠열도 주변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해
경 함정을 ‘국제법위반’으로 규정하였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에 있어 안보상 강한 우
려”라고 한 뒤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하게 수호한다는 결의 하에, 냉정
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56)
이 외에도 올해 2월 중국해경법의 발효를 계기로 정부여당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제안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수차례의 당내모임을 거쳐 지난
4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게 제출한 자민당의 긴급제언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하여 중국이 해경법제정을 계기로 센카쿠 탈취를 위한 실행단계에
돌입하였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에 더해 2022년 중국공산당대회 이후 시
진핑 치하의 중국은 영토확장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2027년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까지 센카쿠·타이완·남중국해에서 영토찬탈에 나설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57) 6월에는 내각부에 설치된 종합해양정책본부 참여회의(参
与会議)가 해양정책 관련 의견서를 스가 총리에게 제출하였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해상보안청의 체제강화와 해상법집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는 현실인식과 함께 ‘해
상보안체제 강화방침’을 토대로 영해경비를 위한 해상법집행능력 강화 추진 필
요성과 관계국들과 중국해경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중국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연대강화 필요성을 촉구하였다.58)
아래에서는 이러한 위협인식하에서 일본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중국의
56) 外務省, 뺷外交青書(令和3年版)뺸, (東京: 日経印刷, 2021), pp.52-54.
57) 자민당 제언은 구체적인 대처방안으로 ①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정당성에 대한 발신력 강
화, ②해상자위대, 경찰 및 자위대의 연대강화, ③타국과의 훈련실시, ④영역침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검토, ⑤장비 인원 강화, ⑥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한 대비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尖閣諸島をはじめとする我が国の領土・領海・領
空を断固守り抜くための緊急提言｣ 2021年4月6日 https://jimin.jp-east-2.storage.api.
nifcloud.com/pdf/news/policy/201441_1.pdf (검색일: 2021.8.7)
58) 総合海洋政策本部参与会議, ｢総合海洋政策本部参与会議意見書｣ 2021年6月29日
https://www.kantei.go.jp/jp/singi/kaiyou/sanyo/20210629/ikensho.pdf (검색일:202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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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세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나. 일본의 대응
(1) 신뢰구축 시스템을 통한 위기관리
중일 양국간에는 동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 사태에 대비하
기 위한 2개의 대화채널이 가동 중에 있는데, 하나는 해양 관계기관 간 대화·교
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중일고위실무급해양협의(日中高級事務レベル海洋
協議) 이하 중일해양협의｣이며, 또 하나는 ｢중일방위당국간 해공연락메커니즘
(海空連絡メカニズム) 이하 해공연락메커니즘｣이다.
중일해양협의는 2010년대에 접어들어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관계가 지속적인
긴장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 해양 당국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창구이자 위
기관리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일해양협의는 2011년 12월 베이
징에서 개최된 중일정상회담에서 해양에서의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필요성이
라고 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제안을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수
용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상호신뢰 증진과 협력강화를 통해 동중국해를
｢평화·우호·협력의 바다｣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2012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59),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중단되었다가 2014년 9월 2차 회의가 칭다오에서 개최되면서 연례회의
로 정착하였다. 회의운영은 중일 양국의 외교·국방·치안·수산·자원개발 등 해양
관련 부처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개최되며 이 외도 ①해양정책 및
해양법, ②해양방위, ③해상법집행 및 해상안전, ④해양경제 등의 워킹그룹별
회의를 통해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2월 중국해경법 발효
이후 개최된 제12차 중일해양협의에서는 동법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형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일본측에 대해, 해경법 제정은 정상적인
59) 外務省報道発表, “日中高級事務レベル海洋協議第1回全体会議の開催,” 2012.5.10.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24/5/0510_02.html (검색일: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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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이며, 국제법과 국제적 관례에 완전히 합치한다고 중국측이 반론하는
등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60)

<표 3> 중일 고위실무급 해양협의 개최 현황
장소

회차

일시

장소

제1차

회차

2012.5.15~17

일시

중국 항저우

제7차

2017.6.29~30

일본 후쿠오카

제2차

2014.9.23~24

중국 칭다오

제8차 2017.12.5~6

중국 샹하이

제3차 2015.1.21~23

일본 요코하마

제9차 2018.4.19~20

일본 센다이

제4차 2015.12.7~9

중국 아모이

제10차 2018.12.17~18

중국 우전

제5차 2016.9.14~15

일본 히로시마

제11차 2019.5.10~11

일본 오타루

제6차 2016.12.7~9

중국 하이커우

제12차 2021.2.3

온라인 개최

자료: 외무성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중일해양협의와 더불어 중·일간 위기관리 메커니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2018년 6월부터 운용이 개시된 해공연락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은 2007년
중일정상회담에서 중일방위당국간 연락체계 강화에 대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11년이 경과한 2018년 5월 9일 중일 정상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해공연락메커니즘 운용개시에 정식으로 합의하면
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본 메커니즘의 골자는 ①방위 당국간 연차회의 개최,
②방위당국간 핫라인 개설, ③긴급시 자위대와 인민해방군 함선·항공기간 무선
주파수 및 언어 등 연락방법 설정 등 3가지다.61) 해공연락 메커니즘은 양국의
국장급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가 있지만, 중일 방위당국간 핫라인 개설을 보류한 채 운용이 시작되었다는 점
에서 운용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62) 앞서 언급한
제12차 중일해양협의를 비롯하여 최근 개최되는 중일 방위·외무 당국간 협의에
60) 뺷人民網(日本語版)뺸, 2021.2.4; 外務省報道発表, “第12回日中高級事務レベル海洋協議(結
果),” 2021.02.04.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3_000418.html
(검색일: 2021.9.9)
61) 防衛省, 뺷防衛白書(令和2年版)뺸, (東京：日経印刷. 2020), p.367.
62) 뺷日本経済新聞뺸, 20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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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방위당국간 핫라인을 조기에 개설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63)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공연락메
커니즘이 자위대와 인민해방군 함선·항공기간 신뢰구축 조치이기 때문에 해상
보안청과 중국해경에까지 메커니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64)

(2) 해상보안체제 강화
일본은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로 동아시아 해역에 긴장이 조성되자 해양경비
를 제일선에서 담당하는 해상보안청의 역량강화를 필두로 해상보안체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2012년 9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중국
해경함정의 주변해역 순찰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2014년 센
카쿠 전담부대(尖閣専従部隊) 창설을 결정하였다.65) 그리하여 2016년에는 600
명의 해상보안관과 대형순시선 12척으로 조직된 센카쿠 전담부대가 제11관구 해
상보안본부 산하의 이시가키 해상보안부(石垣海上保安部)에 설치되었다. 2016
년 시점에서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1000톤 이상의 순시선이 62척임을 감안하면
20%에 이르는 순시선을 센카쿠열도 해역에 배치한 셈이다. 이후 2020년까지 3
척의 순시선이 더 보강되었고, 일본 정부는 향후 예산을 증액하여 2023년까지
1000톤 이상 순시선이 15척인 현 체제를 22척으로 늘릴 계획이다.66)
일본의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내각총리대신, 외무
대신, 재무대신, 국토교통성대신, 방위대신, 내각관방장관이 참가하고, 내각총
리대신이 주재하는 ｢해상보안체제강화를 위한 관계각료회의(海上保安体制強化
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이하 각료회의)｣가 2016년에 설치된 것이다. 해상보안
63)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6.3.
64) 山本勝也, 앞의 글; ｢第204回国会参議院国際経済・外交に関する調査会(第4号)｣ (坂元茂樹
교수의 발언), 国会議事録検索システム, 2021年4月14日, p.10.
https://kokkai.ndl.go.jp/#/detailPDF?minId=120414305X00420210414&page=10&spk
Num=24&current=1 (검색일: 2021.9.11)
65) 坂元茂樹, 앞의 책, p.210.
66) 뺷日本経済新聞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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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연례 각료급회의 설치가 1948년 해상보안청 창설이후 처음이라는 점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료회의는 해양경비에 대한 엄중한 정세인식하에서 전략
적 해상보안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실시하기 위해 발족하게
되었다. 12월 21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각료회의는 ‘해상보안체제강화방침(海上
保安体制強化に関する方針)’을 결정하여 예산과 인원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
하였다. 이 방침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안에 대한 대처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해상보안청의 ｢해상법집행능력｣,
｢해양감시능력｣, ｢해양조사능력｣ 등 3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대응분야
로 ①센카쿠 영해경비체제 강화, ②해양감시체제 강화, ③테러 및 중요사안 대
응체제 강화, ④해양조사체제 강화, ⑤기반정비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4> 일본의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 및 주요 정비 내용
5대 주요 시책

주요 내용

①센카쿠 영해 경비체제
강화 및 대규모

사안

동시발생에 대응 가능
한 체제 정비

착수완료 및 2021년
정비착수 자원

- 중국해경국 소속 함정의 대
형화, 무장화 등에 대응할 수 -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
있는 순시선 등 정비

6척

- 대규모사안이 동시 발생할 경 - 대형순시선 7척
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
- 항공기에 의한 감시체제에 - 신형 제트기 4기
더해 감시거점 정비 등에 - 중형헬리콥터 2기

②해양감시체제 강화

의한 감시능력 강화

- 감시 거점 정비

- 감시정보 집약 분석 등에 - 영상 전송기능 강화
필요한 정보통신체제 강화
③원전 등 테러대처·중
대사안 대응체제 강화

- 테러 대처 등에 만전을 기
하기 위해 필요한 순시선에 - 대형 순시선 3척
의한 대응체제 강화
- 타국에 의한 대륙붕 연장신

④해양조사체제강화

- 비밀통신기능 강화

청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해
양조사체제 강화

- 대형측량선 2척
- 기존 선박 고기능화 2척
- 자율형 해양관측장비정비
- 중형비행기(측량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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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안업무 대응능력 향
⑤기반정비

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재육
성, 정원 확대, 교육훈련시
설 확충 등

- 증원확대
- 교육훈련시설 확충
- 대형연습선 1척
- 소형비행기(연습용)5기
- 소형헬리콥터(연습용)1기

자료: 海上保安庁, 앞의 책, p.26.

이 외에도 해상보안청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24시간 감시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2월에는 오키나와 나하(那覇) 항공기지에 신형 제트기 3대
를 배치하였고, 같은 해 10~11월에는 영해감시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무인항공
기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비행을 실시하였다. 2021년 5월 공개된 뺷해상
보안 리포트(海上保安レポート)뺸에 의하면 시험비행 결과 각종 해상보안업무에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해상보안청은 도입을 전제로 유인기와
의 업무 분담, 도입 규모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67)
일본의 해상보안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해상보안청의 성
격이 ‘경찰·방위 분리원칙’에 입각하여 해상 경찰활동에 한정된 비군사 조직이라
는 것이다. 해상보안청법은 제25조에서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해상보안청
또는 그 직원이 군대로 조직되고, 훈련되고, 또는 군대로서 기능하는 것을 인정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군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해상보안청을 준군사조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
다. 논의의 핵심은 미국의 해안경비대(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를
참고하여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일부기능을 통합한 일본형 해안경비대의
창설 여부이다.68) 다시 말해 향후 국가안보에 있어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커질
것을 감안하여 해상보안청을 해상경비청으로 변화시켜 나가되 방위성으로 승격
되기 이전의 방위청과 같이 국토교통성이 아닌 내각부의 외청(外廳)으로 두면서
내각관방과 긴밀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67) 海上保安庁, 앞의 책, p.5.
68) 山田吉彦, 뺷日本の海が盗まれる뺸 (東京: 文春新書, 2019),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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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비군사규정을 둔 현행 해상보안청법에는 패전직후인 1948년 미군정하에
서 제정되어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일본의 비군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미국의 점
령정책이 반영된 역사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조직 재편을 통해 중국의 해양팽창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해양
질서 수호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
장이다.
그러나 해상보안청을 현체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해상
보안청 수호론자들은 경찰·방위 분리 원칙이야 말로 해상보안청의 오랜 전통이
라는 점을 강조한다.69) 이들에 의하면 순수한 해상법집행조직이 제일선에서 대
응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과의 해상 군사충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인 것이다. 향후 일본판 해안경비대의 실현 여부는 결국 미중간의 동·남중국해
를 둘러싼 지정학적 대결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의 향배에 달려 있
다고 하겠다.

(3) 해상방위체제 강화
중국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해양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해상
보안청의 몫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의 역할만으로는 대응이 불가
능한 상황에 대처하고 중국의 해상도발에 신속하고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의 일환으로 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해상방위체제의 강화에도 역량을 집
중시키고 있다.
특히 2013년 방위대강과 2018년 방위대강에서 도서부 지역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가 제시된 이후 센카쿠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南西諸島)의 낙도 방위를 위
한 해상 방위체제는 속속 정비되고 있다. 2016년에는 일본 최서단인 요나구니
섬(与那国島)에 남서제도 주변의 선박 및 항공기를 지상레이더로 감시하는 육상
자위대 소속 연안감시대가 배치되었고,70) 2017년에는 남서제도 지역의 항공방
69) 佐藤雄二, 뺷波濤を越えて뺸 (東京: 文藝春秋, 2019), pp.211-212.
70) 뺷日本経済新聞뺸,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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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화를 위해 오키나와 본토에 배치되어 있던 남서항공혼성단(南西航空混成
団)이 남서항공방면대(南西航空方面隊)로 격상되었다.71)2018년에는 일본판 해
병대로 불리는 24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水陸機動団)이 낙도지역 탈환작전 수
행을 위해 발족하였고,72) 2020년에는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지대함·지대공 미
사일 부대가 설치되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기동적인 후방지원을 위해 남서제
도에 대한 해상수송체제 강화도 서두르고 있다. 2024년까지 2000톤급의 중형
선 1척과 1000톤 미만의 소형선 3척으로 구성되는 해상소송부대를 규슈와 오키
나와의 기치에 배치하여 전시 동원부대에 연료, 장비, 탄약, 식량 등을 운반하
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73)
이런 한편으로, 일본정부는 최근 전력을 강화한 중국해경 함정이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응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두 조직 간의 해상 공동훈련은 1999
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21년 3월에 실시된 제18차 공동훈련에
서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초계 헬리콥터, 미사일 함정이 해상보안청에서는
순시선 2척이 참가하여 의심선박에 대한 추적·정지 수순을 확인하였다74)

(4) 국제공조체제 강화
일본은 중국의 해상공세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에 대해 중국의 위협
을 호소하고 이들과의 안보·치안협력을 통한 국제 공조체제 구축에도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경법 제정 이후 이러한 활동이 눈에 띄게 강화되
고 있는데, 이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도발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일본정부의 엄중한 현실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과 모테기

71)
72)
73)
74)

뺷日本経済新聞뺸,
뺷日本経済新聞뺸,
뺷日本経済新聞뺸,
뺷日本経済新聞뺸,

2017.05.26.
2019.07.08.
2021.05.01.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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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2월 이후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각국의 수뇌 및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해양질서를 유린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의제에 포함시켜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있다. 이러한 국
제사회를 무대로 한 외교전은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Quad, 쿼드)나 주요7
개국(G7) 회의와 같은 다자외교 무대도 예외가 아니다. 3월 13일 화상회의 형식
으로 개최된 쿼드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강
한 반대와 함께 중국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한 해경법에 대해서도 심각
한 우려를 표명하였다.75) 5월 4일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동·
남중국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
를 파괴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었
다.76) 기시방위상은 6월 2일과 3일 필리핀과 베트남 국방장관과의 온라인 협의
를 통해 동·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
고77), 16일과 17일에 각각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유럽의회 안보·방위 소위원회에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중국해경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남중국해의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78)
일본은 국제사회와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전 전개와 더불
어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의 해상치안 및 안보협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
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맹국 미국과의 안보·치안 협력을 통한 대중 억지력
강화이다. 기시 방위상은 1월 24일 미 신정부의 국방장관에 취임한 로이드 오스
틴(Lloyd Austin)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미국의 일본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안
보조약 제5조의 센카쿠열도 적용을 재확인하였고, 이는 4월 16일 워싱턴DC에
서 열린 미일정상회의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사실 미일방위조약 5조의 센카
쿠 적용은 2014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미일양국 간
에는 센카쿠 정세가 악화되거나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5조 적용 문제를
75)
76)
77)
78)

뺷日本経済新聞뺸,
뺷日本経済新聞뺸,
뺷日本経済新聞뺸,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3.14.
2021.5.5.
2021.6.2;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6.3.
2021.6.16;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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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확인해 온 경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중국해경법이 발효
한 지난 2월 제5조 이행을 위한 실전훈련의 일환으로 센카쿠 주변해역에서 수송
기를 통해 군수물자를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음이 밝혀졌다.79) 원래는 미군
병사의 낙하훈련을 위한 것이었지만, 당일 기상여건의 악화로 인해 낙하 훈련은
보류되었다고 한다. 미군이 센카쿠 주변해역에서 실전을 상정한 훈련 실시를 공
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의 센카쿠에 대한 방위 의지와 중국에 대
한 경고 메시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2월 16일에 열린 미일 외교방위담당 각료회의에서는 센카쿠 열도
방위를 위한 대규모 공동훈련을 연내에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미 해군과 해상 자위대간의 공동훈련이 다국간 훈
련을 포함하여 23차례나 실시되었다.80) 이는 2020년 같은 기간 실시된 공동훈
련 8회의 3배에 가까운 횟수로 중국의 압박에 대한 미일양국의 긴장감이 그만
큼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미일 해양치안당국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2월 21일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해역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미 해안경비대 함정이 합동으로 어선 단속
훈련을 실시하였다81) 이 훈련에서는 외국어선 단속을 상정하여 양 기관의 정보
전달, 정보공유 방법을 확인하였고, 해상범죄 단속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공유
가 이루어졌다. 법의 지배에 기초한 해양질서의 유지 강화는 뺷자유롭고 개방적
인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뺸 실현에 근간이 되는 요
소이기 때문에, 미일 해양치안 당국은 향후에도 합동 훈련을 통해 법집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감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연안국의 해양치안기관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에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82)
더 나아가 일본은 인도·태평양지역에 해군전력을 투사하여 중국의 세력팽창
79)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4.22. 원래 미군병사의 낙하훈련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기상여건의
악화로 인해 보류되었다고 한다.
80) 뺷産経ニュース뺸, 2021.6.6.
81)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2.24.
82) 海上保安庁, 앞의 책,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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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제하려는 유럽의 주요국과도 해상안보협력을 통한 대중포위망 형성에 나
서고 있다. 2021년 들어 유럽 주요국들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세계질
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자신들의 동 지역에서의 권익을 수호하고 신질
서 형성에 관여하고자 함대파견을 서두르고 있다. 그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이 해
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영국이다. EU와의 결별을 선언한 영국은
지난 3월 향후 10년간의 외교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한 뺷경쟁시대의 글로벌 브리
튼(Global Britain in competitive age)뺸이라는 전략문서를 통해 외교국방전략
의 중심을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옮긴다는 구상을 밝혔다.83) 영국해군
의 최신예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를 이 지역에 파견하는 것도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해상교통로의 안전 및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고 향후 이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영국이 적극 관여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
다.84) 일본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영국과 중국의 해양공세에 맞서기 위
한 방위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7월 11·12일 양일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항모전단과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서 해적 대처를 위한 공동훈련을 실시하였고,85) 9월경에는 일본 요코
스카항에 기항한 뒤 일본근해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86)
프랑스의 경우 태평양지역에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프랑스령 도서와 군사기
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프랑스령 국가들의 안보와 직
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5월 프랑스는 가고시마 근해에서
실시한 미·일·호주와의 공동해상훈련에 참가하였고, 규슈(九州)일대에서 실시
한 낙도 탈환을 상정한 미·일 합동훈련에도 참가하였다.87) 영국, 프랑스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 해외영토가 없는 독일의 경우 함정을 파견하여 연안국들과 공동
83) HM Government, Global Britain in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March 2021, pp.65-6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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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85)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7.13.
86)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7.20.
87) 뺷日本経済新聞뺸, 2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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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
른 호는 8월 2일 인도·태평양지역을 향해 출발하였으며88), 일본 해상자위대와
는 11월 경 일본에 기항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89)
한편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주된
활동은 남중국해 연안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경비력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이다.
2010년대에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공세를 강화하면서 남중국해 연
안국들의 해양경비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90) <표 1>에서 보듯
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남중국해 연안국의 해양경찰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에 걸쳐 설립된 신생조직이기 때문에 세계최
대 규모의 중국해경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2010년대 중반부터 FOIP전략의 일환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
보하기 위해 역내 해양경찰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해상보안청은 2017년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MCT(Mobile
Cooperation Team)을 신설하는 한편으로 감식, 수색구조, 잠수기술, 유류방제,
해상교통안전, 해도작성과 같은 전문 지식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교육
지원은 물론 경비정 공여와 합동훈련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91)

4. 나가며: 한국에 주는 함의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와 일본의 대응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
해 검토해 보겠다. 우리는 중국과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필리핀, 베트
88) 뺷朝日新聞뺸, 2021.8.2.
89) 뺷産経ニュース뺸, 2021.6.5.
90) 古谷健太郎, “中国の海上秩序への挑戦がもたらした海上保安庁のキャパビルの新たな役割,”
뺷国際情報ネットワーク分析IINA뺸 笹川平和財団, 2021.7.1.
91) 이러한 남중국해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해양경찰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일본국제협력기구(J
ICA)와의 협력하에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海上保安庁, 앞의 책, pp.1
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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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달리 도서를 둘러싼 영유권분쟁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군과 해
경을 앞세운 중국의 해양공세 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다. 하
지만 그런 한편으로 우리는 이어도가 위치하는 제주도 남방해역과 서해에서 중
국과 해양경계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해양 영토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양국은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지금까지 차관급 회담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
례, 국장급 회담을 매년 한 두 차례씩 8차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92) 이처럼
한·중 외교당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양경계협상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
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표 5>에서 보듯이 이어도 주변 해역은 비교적 안정적
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군을 목표로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는 가운데 향후에
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표 5> 타국 국가세력 출현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독도(일본)

100회

93회

80회

84회

100회

이어도(중국)

33회

28회

8회

1회

6회

자료: 해양경찰청, 뺷2020 해양경찰백서뺸, (서울: 해양경찰청, 2020), p.115.

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들어 서해에서의 군사적 활동 확대강화를 통해 서해
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에 나서고 있고,93) 중국 어민들은 강
화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어
해양주권수호를 위한 안보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발효된 중국해경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져 주고
92)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wpge/m_19841/contents.do (검색일:
2021.6.20)
93) 뺷중앙일보뺸,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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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는 해경법 20조가 중국의 관할해역에서 타국이 만든 구조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 제주도
남방해역 EEZ의 상당 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 조항이 이
어도에 설치된 종합해양과학기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 중국이 일본을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등 주
변국을 상대로 해양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공세를 확대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향후 한중관계의 악화 여부에 따라서는
중국이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철거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
고 대응매뉴얼 수립 및 훈련 실시 등 대책마련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자국의 관할해역으로 진입하는 조업목적의 타국 어선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해양경계가 미획정인 상황에서 중국 해경이
이어도 주변 해역 및 서해(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에 대해
불법조업을 이유로 발포명령을 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처방안은 어떠해야 하나? 첫째, 기존 중국과의 대화채널
을 활용하여 해양관련 우리의 우려를 중국 측에 확실히 전달하는 등 분쟁 예방
과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2021년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는 두 개의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하나는 2021년에 신설된 한·중 해양관계
부처간 대화채널인 ｢한·중 해양협력대화｣이고94), 또 하나는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해양치안 당국간 대화채널인 ｢한·중 해양치안 기관장회의｣다. 올
해 신설된 한중해양협력대화의 경우 화상회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중일해
양협의를 참고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대면회의를 통해 외교, 국방, 해양치
안, 해양수산 등 해양 관련부처 고위실무자들의 상호이해 심화와 신뢰구축을 위
한 대화채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들 두 대화채
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협력과 해양치안협력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한편

94) 뺷人民網(日本語版)뺸, 2021.04.15. 이 보도에 의하면 양국 정부는 향후 해양관련 과학기술,
환경보호, 어업, 수색/구조, 해상수송, 국방, 법집행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강화에 합의하
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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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리의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2019년 기준 한중일 3국의 1000톤 이상 대형함정 보유 현황은 중국이 130척,
일본이 66척인데 반해 한국은 35척이다. 비율로 따지면 중국의 1/4, 일본의 1/2
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5년간의 증감비율을 보더라도
중국이 59%, 일본이 22% 증가한데 반해 한국은 9% 증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중·일 간에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대결국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해경전략 증강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비
교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어도와 서해를 비롯하여 2028년 협정
이 종료되는 한·일 대륙붕(제7광구) 개발 문제 등 중·일 양국과 향후 해양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는 휘발성 있는 현안들을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적
인 시각에서 동시 다발적 해양분쟁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경의 경비역량
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95)
<표 6> 한중일 3국의 1000톤급 이상 대형 경비함정 보유 현황
국명

2014년

2019

증감

중국

82

130

48척(59%)

일본

54

66

12척(22%)

한국

32

35

3척(9%)

자료: 防衛省, 뺷防衛白書(令和2年版)뺸 (東京: 日経印刷, 2020), p.68.;해양경찰청, 뺷2020 해경백서뺸 p. 61 을
참조하여 필자작성

해양경비체제 강화를 위해 또 하나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것이 해양경찰
과 해군의 상호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준군사조직을 변모한 중국해경이 전력
강화를 통해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반경을 확대해 오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대로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해양경찰과 중국해경의 역량차가 벌어질 것
95) 2020년 8월과 이듬해 1월, 제7광구에 해당하는 제주도 남동쪽 해상에서 한국의 해양경찰
함정과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뺷중앙일보뺸, 202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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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정했을 때 해양경찰의 자체역량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주변수역에 대한
해양경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
의 하나로 해경과 해군의 해상 실전훈련을 강화하는 등 두 조직의 통합운용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두 조직은 바다가 활동 무대라는 점을 제외하면 소속
(국방부와 해수부)과 임무(국방과 경찰)가 서로 다른 조직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경과 해군이 이미 2016년 시점에서 양 기관의 상호운용
성 증진과 해양안보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최상위 기획문서인 뺷해군·해경 정책
서(2016~2030)뺸를 발간하는 한편으로96) 매년 ‘해군·해경 정책회의’를 개최하
여 ①비군사적 해양위협 대응 협력체계 강화, ②전방위적 해양안보역량 강화,
③해군·해경 상호운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건설 기반구축, ④해양안보 안전법령
정비 등 4대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검토해 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97)
마지막으로 동맹국 및 우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은 물론 중국의 해양공세
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의 정보공
유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올해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아세안 연안국의 해양경찰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해양경찰과
미국 해안 경비대와의 실전훈련 실시도 서서히 검토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96) 편집부, “해군 해경,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정책서 발간,” 뺷국방과 기술뺸, 제452호
(2016, 10), pp.16-17.
97) 뺷뉴시스뺸,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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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pan's Response to China's Strengthening
of the China Coast Guar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Lee Sang-hyun (Society of Ieodo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ircumstances and intentions
of China’s efforts to strengthen the China Coast Guard(CCG) under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and to examine Japan's countermeasur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of all, the process and intention of the
CCG, which was launched under the Xi Jinping regime, to rapidly strengthen
its 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 were analyzed. Secondly, after reviewing
Japan's perception of threats to China's strengthening of CCG, focusing on the
strategic documen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Foreign Affairs,
the specific countermeasures that Japan is carrying out including strengthening
the maritime security system, strengthening the maritime defense system, was
verified. Finally, the implications of Japan's response to China's strengthening
of 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 were drawn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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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원국의 체제전환은 공여국의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는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박지연 (전북대학교)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설계
4. 분석결과
5. 결론: 북한에의 함의

본 논문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원
조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영역의 체제전환
이 이루어져야 공여국들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까”를 연구질문으로
한다.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결정 요인을 탐색한다. 본 연구가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
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체제
전환국 그리고 북한의 주요 공여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 5개국은 북
한과 유사하게 구소련이 주도했던 국제경제시스템 내 분업화된 계획경제
의 경험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
첫째, 당해연도(t) 미국의 전체 원조 규모는 수원국의 전년도(t-1) 대규모
사유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당해연도(t) 미국
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전년도(t-1) 대상국의 전반적인
체제전환 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체
제전환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여되었다. 셋째, 당해연도(t) 생산영역에 대
한 미국의 원조는 전년도(t-1) 수원국의 전반적인 체제전환 수준뿐 아니
라, 대규모 사유화 수준 및 가격자유화 수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산업, 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생산분야에 대한 미국
의 공여는 수원국의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될수록, 가격자유화가 확대될수
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에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
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미국의 원조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둘째,
특히 대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가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생산영역에 대한 외부 재원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

| 주제어 | 체제전환, 원조, 미국, 중앙아시아, 북한

1. 서론
최근 발표된 북한경제 지표 현황은 북한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5% 감소했으며, 이는 대기근에 따른 '고난의 행군' 시절인 지난
1997년 6.5% 역성장한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인 것으로 평가된
다.1) 한편 북한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다양한 정책
적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
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본 계획은 북한이 지난 5개년
계획(2016~2020)의 실패2)를 인정하고 발표한 전략이지만, 기존의 전략과 마찬
가지로 성공적인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
한 직후인 지난 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내각이 제시한
인민경제계획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새롭게 임명된 당 경제부장은 한 달
만에 경질되었다.3) 북한이 발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추진은 시작부터 난항
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여러 전략을
구사 중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왜일까? 본 연구에
서는 내부 자원의 부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문
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집중한다.4) 따라서
1)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5832&menuNo=20
0690&pageIndex=1(검색일: 2021.8.1).
2) 뺷노동신문뺸, 2021. 1. 6,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개회사,” <생략...그러나 국가경
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이하 생략>.
3) 김석진,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뺷통일연구원 온리인 시리즈뺸, 21-06
(2021년 2월). pp.1-2.
4) 북한경제의 정상화 혹은 발전을 위하여 외부자원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한 연구는 다
수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로 김병연(2011)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을 남한의 대북지원, 북중무역 등으로 설명하며, 정혁 외(2018)은 북한의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이 북한의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김병연, “북한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 뺷POSRI 경영경제연구뺸, 11(2011), pp.63-81; 정혁·최창용·최지영, 뺷북
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뺸 (서울: 한국은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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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이 대규모 원조 자원을 이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
심을 가진다.5) 특히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영역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
야 공여국들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까?”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결정 요인을 탐색함
으로써 위의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요 공여국들 중 미국을 분
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최대 공여국이기도 하며, 북한의 주요 공여국이
기 때문이다.6) 한편 본 논문은 다양한 수원국 중 중앙아시아 5개국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모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의 체제전환을 이행한 국가들이다.7) 해당 국가들은 북한과 유사하게 구소련이
주도했던 국제경제시스템의 분업화된 계획경제의 경험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적절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시작
한 후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원조를 제공받았으나, 미국의 원조 공
여 패턴이 수원국마다 다르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소련으로부터 독립 직후 큰 규모로 지속되다가 최근 크게 감소한8) 반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2010년까지도 미미한 수준에서 지속되다
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9) 따라서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5개국은 체제전환

5) 수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원조 모니터닝 개선 등과 같은 기술(practical)적인 차원과 북핵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 즉 체제전환 이행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힘.
6)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1.6.20).
7) Francis Newton, “Soviet Central Asia: Economic Progress and Problems,” Middle
Eastern Studies, Vol. 12, No. 3(October 1976), pp.87-104; Tom Everett-Heath,
“Soviet development in Central Asia,” edited by Everett-Heath,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3), pp.146-165.
8)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6.20).
9)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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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미국의 원조 공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본 논문은 “미국의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는 각국 체제전환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
여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통해 연구의 배경과 연구 질문 및 분석 대상 등을 서술하였
다. 다음으로 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논문의 비교 우위를 제시한
다. Ⅲ장은 연구설계 그리고 Ⅳ장은 통계분석을 위한 장이며, 두 장의 논의를
통해 어떤 영역의 체제전환이 미국의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는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2. 선행연구
국제사회가 원조 공여를 결정함에 있어 수원국의 제도 개혁을 선행 조건으로
언급해온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Santiso(2001)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부터 최근까지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 기관들은 수원국에게 굿 거버넌스 도입과
같은 포괄적인 차원의 제도 변화를 요구해온 바 있다.10) 특히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원조에 비교적 명확한 조건(condition)을 제시하는 형태의 공여
를 관례화하였다.11) 이와 같은 조건부 원조는 초기 수원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조건의 대출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국제금융기구들은 1980년대
부터 기존 조치와 더불어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자금지
원을 연계하기 시작하였다.12) 이후 일반 공여국들은 IMF 혹은 세계은행 프로그
10) Carlos Santiso, “Good Governance and Aid Effectiveness: The World Bank and Conditionality,” The Georgetown Public Policy Review, Vol. 7, No. 1(Fall 2001), pp.1-22.
11) Gabriella Montinola, “When Does Aid Conditionality Work?,”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45(July 2010), pp.358-382.
12) Stefan G. Koeberle, “Should policy-based lending still involve conditionalit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18, No. 2(Autumn 2003), pp.2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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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활용하여 수원국들의 개혁을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해왔다.13) 특히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작하면서, 당시 국
제사회는 해당 수원국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대규모 자원
이전을 약속(commit)하였다.14)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수원국의 제도 개혁 특히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 변화가 원조 공여의 조건(condition)으로 활용되었음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Berthélemy and Tichit(2014)은 양자원조를 제공
해온 미국, 영국, 일본 등 22개 공여국들의 137개 수원국에 대한 원조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공여국들은 냉전 시기와 비교하여 탈냉전 이후
개방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채택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관찰되는 수원국에 더
욱 많이 원조하였다.15) 이러한 특징은 체제전환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개발도상국 모두에 나타났으며, 공여국들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 친
화적인 정책들을 통해 수원국들의 경제성장 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16) 체제전환국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한 논문들
도 제도 개혁의 수준에 따라 공여국의 원조가 결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
러한 연구에서 Berthélemy and Tichit(2014)의 주장은 더욱 명확히 검증된다.
예컨대 최창용·문경연(2021)에 의하면, 탈냉전 초기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
우, 고유의 계획경제와 경직된 경제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수출 지향적⋅개방경
제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 등이 요구하는 제도 개혁이 선결되
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진단받았다.17)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3) Geske Dijkstra, “The effectiveness of policy conditionality: eight country experiences,”
Development and Change, Vol. 33, No. 2(April 2002), pp.307–334.
14) Marek Dabrowski, “Western aid conditionality and the post-communist transition
1990-1994,” The Journal of Policy Reform, Vol. 2, No. 2(1998), pp.169-193.
15) Jean-Claude Berthélemy and Ariane Tichit,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
a three-dimensional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Vol. 13, No. 3(2004), pp.253-274,
16) Jean-Claude Berthélemy and Ariane Tichit(2004).
17) 최창용·문경연,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 분석과 북한개발협력 시사점,” 뺷국가안보와 전략뺸,
제21권, 제2호(2021년 여름), pp.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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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여그룹은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 제공에 있어 체제전환 이행을 조건으
로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는 원조의 효과 측면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18) 한편 유럽연합은 발칸반도의 구 사회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복합
적인 수준의 조건부 협력을 추진하였다.19) 이 경우, 해당 국가들은 유럽연합으
로부터의 금융지원, 기술원조, 정책 자문 등을 제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국 시
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받았다.20) Anastasakis and
Bechev(2003)에 따르면, 협력대상국들 중 일부 국가들만이 개혁의 성과를 인
정받아 농업지원을 위한 자금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공여받을 수 있었다.
Babb and Carruthers(2008)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구
조개혁을 원조 공여 조건으로 활용하는데, 그 예가 무역자유화 및 민영화 등 신
자유주의적 개혁이다. 이러한 조건은 국가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해야하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인데, 특히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결
여된 동유럽과 중앙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원조 제공의 조건으로 활
용되었다.21)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러한 원조 제공의 조건들이 수원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이다. Beazer and Woo(2015)는 국제통화기금
이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수혜국의 경제 개혁을 촉진하고자 하지만, 개혁은 내부 조
건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22) Anastasakis
and Bechev(2003)은 로컬 컨센서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여국을 요구 조건
은 오히려 수원국에 부정부패의 확산, 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의 실패 등 부작용

18) 최창용·문경연(2021).
19) Othon Anastasakis and Dimitar Bechev, EU Conditionality in South East Europe:
Bringing Commitment to the Process (European Studies Centre St Antony’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2003), p.6.
20) Othon Anastasakis and Dimitar Bechev(2003).
21) Sarah L. Babb and Bruce G. Carruthers, “Conditionality: Forms, Function, and History,”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 4(December 2008), pp.13-29.
22) Quintin Beazer and Byungwon Woo, “IMF Conditionality, Government Partisanship,
and the Progress of Economic Refo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0, No. 2(2016), pp.3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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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23) 더욱이 Frot et al.(2014)는 공여국의 개혁
요구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목적하기보다는 공여국의 상업적인 전략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한다.24) 유럽연합의 경제적 지원의 조건으로서 강
조되어온 정치, 경제적 개혁은 요구 조건을 충실히 달성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에서조차 수원국의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
가한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여국이 요구하는 제도 개혁의 조건들이 실제로
수원국에 이득이 되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의 원조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26)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체제전환을 시장경제로의 제도 및 정책의 개혁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이 수원국의 경제성장
을 보장하든 그렇지 못하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공여국의 원조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수원국의 체제전환이 공여국
의 원조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논문의 접근은 비교적 타당하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개도국 전체를 수원국 그룹으로 다루거나, 체제
전환국을 수원국 그룹으로 분석하였으나,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으로 한정하여
해당 그룹의 특징을 바탕으로 원조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른 연구 대상을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원조 공여의 조
건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어떠한 분야의 제도 개혁 즉 어떤 영역
의 체제전환을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충분한 자원 이전받는 것에 기
여할 것인가? 본 논문은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원조 분석을 통해 질문에 답
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원조와 북한의 체제전환 등을 다룬 기존의 논문은 다
23) Othon Anastasakis and Dimitar Bechev(2003).
24) Emmanuel Frot et al., “Aid Effectiveness in Times of Political Change: Lessons from
the Post-Communist Transition,” World Development, Vol. 56(2014), pp.127-138.
25) Aneta Spendzharova, “Bringing Europe In?,” Southeast European Politics, Vol. 4,
No. 2-3(November 2003), pp.141-156.
26) Christopher Kilby, “The political economy of conditionality: An empirical analysis
of World Bank loan disbursement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9,
No. 1(2009), pp.51-61,

166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1권 3호(통권83호)

양하게 존재하지만,27) 본 논문은 원조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체제전환
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접근과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
가 제안하는 정책적 함의가 기존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규모 결정 요인을 탐
색하되, 특히 체제전환의 수준에 따른 원조 규모 변화에 집중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원조 사례가 되며, 종속변수는 미국이
제공한 원조 규모이고, 독립변수는 5개국의 체제전환 수준이다.

27) 대북지원의 확대를 다룬 연구는 조동호(2008), Park(2016) 등 다양하며, 북한의 체제전환
을 다룬 논문도 최완규·이무철(2009), 조동호·박지연(2016) 등 다수 존재함. 해당 연구들은
대북지원이 확대를 위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언급하거나, 체제전환을 통해 외부자원 유입의
확대를 예측하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는 수준임. 대북지원과 체제전환을 연계한 연구로는
정형곤(2005)이 있으나, 해당 연구는 대북지원을 개혁개방 정책의 유도를 위한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다고 언급할 뿐 주된 분석의 내용은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여국들과의
외교 현안 이슈 해결 등이며, 따라서 원조와 체제전환의 이슈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
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동호, “바람직한 대북지원의 개선방향 : 대북지원과 ODA의 비교를
바탕으로,” 뺷비교경제연구뺸, 제15권, 제1호(2008년 3월), pp.153-205; Jiyoun Park, “Nor
ms and Realities of Applying Aid Discourse on Fragile States to North Korea,” Asian
Politics and Policy, Vol. 8. No. 4(October 2016), pp.559-574; 최완규·이무철,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국제협력 : 평가와 과제,” 뺷현대북한연구뺸, 제12권, 제1호(2009년 4월),
pp.7-50; 박지연·조동호, “동남아체제전환국에서의 공적개발원조와 경제성장,” 뺷사회과학
연구뺸, 제42권, 제3호(2016), pp.53-72; 정형곤, 뺷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
원 활성화 방안뺸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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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별 원조 규모(1995~2019)
단위: 백만 달러

주: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 6. 20).

먼저 종속변수인 미국의 원조 규모는 OECD CRS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OECD CRS는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원조 공여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제
공한다. OECD CRS에 따르면(<그림 1> 참조) 첫째, 미국은 지난 25년간 중앙아
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총 54억 8,667만 달러의 원조를 약정하였으며, 이는 연
평균 2억 1,947만 달러에 해당한다. 총액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이 최대 규모의
원조를 약정받았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최소 규모의 원조를 약정받았다. 둘
째, 각 국가들에 대한 연도별 약정 규모의 최대값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2002
년 공여액으로 2억 843만 달러이다. 반면 최소값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2016년 공여액으로 319만 달러이다. 셋째, 국가별 평균 약정 규모는 카자흐스
탄이 가장 크며,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작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약정 규모 편
차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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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미국의 분야별 원조 규모(1995~2019)
단위: 백만 달러

주1: 약정액 기준
주2: 100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200은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300은 생산영역, 400은 다부문, 500은
물품 및 프로그램, 700은 인도주의 원조, 910은 행정비용, 998은 미분류를 의미함.
자료: OECD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 6. 20).

한편 미국의 원조 총 규모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원조 규모도 종속
변수로 도입하고자 한다.28) OECD CRS에서 원조 분야는 총 10가지로 구분되
며,29) 먼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는 교육, 보건, 물위생 및 시민사회에 대한 원
조 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등과 관련한 원조 활동은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속한다. 셋째, 생산영역에 대한 원조 활동은 농업, 임
업, 수산업 및 산업, 건설업 뿐 만 아니라 무역과 관광 영역에 대한 공여 활동이
다. 넷째, 다부문은 환경 등과 같이 거의 모든 분야와 연관된 공여 분야를 의미
한다. 다섯째, 물품 및 프로그램 원조 분야에는 예산지원과 개발식량원조 등과
관련한 활동이 포함된다. 여섯째는 부채탕감 분야이며, 미국의 중앙아시아 5개
28) 종속변수의 구체화는 정책적 함의의 구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29) 전반적인 분야 및 세부 분야의 구분 방식은 아래를 참조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하 원조 분야를 서술함.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
일: 2021. 6. 20);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
velopment-finance-standards/dacandcrscodelists.htm(검색일: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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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부채탕감은 없다. 일곱 번째는 인도주의 원조 분야이며, 여기에는 긴
급식량 지원과 재해복구에 대한 지원이 해당한다. 그 외 행정비용, 난민지원,
미분류 등의 분야가 존재한다.
5개국에 대한 분야별 미국의 원조 공여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첫째,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의 규모가 전체의 47%로 가장 크며,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가 22%, 그 외 다부문과 프로그램 원조가 각각 10%를 차
지한다. 생산영역에 대한 원조는 전체의 8%이다. 둘째, 경제인프라 분야에 대한
원조의 비중은 2010년 이후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유사하게 프로그램 원조 또한
2010년부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10년 이전과 비교하여 최
근 미국의 원조는 사회인프라 분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체제전환의 영역별 수준이다. 체제
전환국들의 체제전환 영역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EBRD
체제전환 지수에서 다루는 영역과 그 측정 결과를 도입한다. EBRD는 1989년부
터 2014년까지 체제전환국가들에 대한 체제전환 수준을 총 6개의 지표를 바탕으
로 측정한다.30) 모든 지표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체제전환은 1점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체제전환은 4+로 측정한다. "+" 및 "-" 등급은 전체 값에서 0.33을
더하고 0.33을 빼서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6개 지표의
총합을 최종 체제전환 지수로 하며 이를 구성하는 6개 지표의 값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첫 번째 지표는 대규모 사유화의 수준으로 개인소유가 없는 경우 1점,
국유 기업 및 농장 자산의 50% 이상이 개인소유이며 이러한 기업의 기업 지배
구조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 4점, 기업 자산의 75% 이상이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와 함께 개인소유이면 4+점으로 측정한다. 둘째 소규모 사유화의 경
우, 약간의 진전이 존재하는 경우 1점,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소기업 완전한

30)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터 측정되어온 6개 지표를 도입하며, 이하 서술 내용은 아래 웹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임. 이후 은행개혁, 인프라 개혁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최근
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 거버넌스 등이 추가된 바 있음. https://www.ebrd.com/
transition-report(검색일: 2021.6.20); https://www.ebrd.com/transition-indicatorshistory(검색일: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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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는 4점, 소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 없으며 토지의 효과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4+로 평가한다. 지배구조 및 기업 구조 조정은 세 번째 지표인데, 예
산 제약이 거의 없으며 보조금 정책이 느슨한 경우 1점, 예산 제약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중요하고 지속적인 긴축 신용 및 보
조금 정책 등이 존재하는 경우 3점, 국내 금융 기관 또는 시장을 통해 실행되는
효과적인 기업 통제, 시장 주도 구조 조정 촉진하는 경우 4+점이다. 네 번째 지
표는 가격자유화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격 대부분을 통제하는 경우 1점, 소
수의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가의 가격 통제가 제한되었으면 4점, 자연 독
점 이외의 가격 통제가 없는 완전한 자격 자유화가 달성되면 4+점이다. 다섯째,
무역 및 외환 시스템 지표는 광범위한 수입 및 수출 통제 또는 외환에 대한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합법화가 존재하는 경우 1점, 거의 모든 수출입 제한(농업 제
외)이 사라지고 미미한 관여만 남은 상태는 4점, 대부분의 관세 장벽 제거되었으
며 WTO에 가입하였을 때 4+점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 지표의 경
우, 경쟁법 및 제도가 부재한 경우 1점, 정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줄이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4점, 경쟁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을 위해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 4+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체제전환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 참조), 2014
년 기준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체제전환을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낮은 수준의 체제전환을 이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10년대 체제전환 수준이 더 낮은 특징이
관찰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 체제전환 이행의 수준이 낮아졌으나,
2010년대 체제전환 이행 수준이 다시 상승하였다. 한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
스탄은 체제전환 이행이 초반 급격히 이루어진 후, 일정 수준에서 오랜 기간 머
물러 있는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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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체제전환 지수(1989~2014)

자료: EBRD Transition Report, https://www.ebrd.com/transition-report(검색일: 2021. 6. 20).

체제전환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
다.31) 첫째, 중앙아시아 5개국은 공통으로 가격자유화를 가장 먼저 진행하였
다. 이중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중반 가장 먼저 최고값에 도달한 후 일정 수준
을 유지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이후 오히려 가격자유화 수준이 하락
하였다. 둘째,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경쟁정책의 도입을 가장 나중에 추진하
였는데, 2010년대까지도 경쟁정책 지표의 최댓값은 2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전 기간에 경쟁정책에 관한 지표값은 1로, 경쟁법 및
제도가 부재한 상태다. 셋째, 우즈베키스탄의 대규모 사유화 수준은 다른 4개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31) https://www.ebrd.com/transition-report(검색일: 20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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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 요약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44.10954

36.93257

3.18925

208.4276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20.76844

14.87217

1.096824

70.65136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9.586729

17.69375

0

102.0024

생산영역

3.378758

5.518442

0

40.54725

13.80769

4.8308

6

20.33

원조
분야

체제전환 지수

분야

대규모 사유화

2.192769

0.9060272

1

3.67

소규모 사유화

2.912462

1.094649

1

4

지배구조 및 기업 구조 조정

1.541769

0.4477445

1

2

가격자유화

3.111154

1.044684

1

4.33

무역 및 외환 시스템

2.454

1.244146

1

4.33

경쟁정책

1.595538

0.4451706

1

2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인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체제전환은 1990년대 중후반에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종속변수인 미국
의 원조 규모는 2000년 전후로 최댓값을 가진다. 따라서 수원국의 체제전환 수
준이 원조 규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 항목들
의 변화를 바탕으로도 유사한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
우 체제전환 수준이 가장 낮은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원조의 총액 또한 가장
작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0년대와 비교해 최근 체제전환 수준, 특히
가격자유화 수준이 오히려 낮아졌는데, 유사한 시기에 미국의 원조 공여 규모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다양한 통제변인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분야별 체제전환 수준에 대한 원조 규
모 및 분야별 원조 규모 간의 관계는 기술통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추정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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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
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결정 요인을 탐색하
기 위해 해당 5개국에 대한 EBRD의 체제전환 지표를 독립변수로, 미국의 원조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해당 변인을 제외하고 원조
규모 결정 요인 분석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정치 경제적인 상
황들은 국가별 고정효과와 연도별 고정효과를 적용하여 통제한다.
먼저, 중앙아시아 5개 체제전환국의 전년도(t-1) 체제전환 지표를 독립변수,
당해연도(t) 미국의 원조 약정 총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5개 체제전환 국가의 대규모 사유화 수준은 미국의 원
조 규모 결정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년도 대규모 사유화
가 1단위 증가할 때 당해연도 미국의 원조 약정액은 2,675만 달러 증가한다(<그
림 4> 참조). 둘째, 소규모 사유화, 지배구조 및 기업 구조 조정, 가격자유화,
무역 및 외환 시스템, 경쟁정책의 전환 수준은 미국의 원조 규모 결정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체제전환국이 국유기업과 국
영농장의 자산에 대한 사유화를 추진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인소유가 용이하
도록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킨다.

<표 2> 미국의 원조 규모 결정 요인 분석
1-1
체제전환 지수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1-2

1-3

1-4

5.113
(2.729)
26.749
(9.381)**
4.087
(14.013)

지배구조 및 기업

17.007

구조 조정

(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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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3.066

가격자유화

(12.292)

무역 및 외환

10.421

시스템

(10.426)
27.659

경쟁정책
상수(Const.)

(87.409)
-27.636 -13.755 24.316

13.984

-5.669

15.635 -15.393

(24.475) (26.067) (36.912) (13.657) (34.559) (15.341) (158.075)

국가별 고정효과

∨

∨

∨

∨

∨

∨

∨

연도별 고정효과

∨

∨

∨

∨

∨

∨

∨

관측수

105

105

105

105

105

105

105

R-squared

0.55

0.56

0.53

0.54

0.54

0.54

10.53

주: 괄호 안은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한편 당해연도(t) 미국의 분야별 원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전년도(t-1) 체제전환 지수의 변화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의
원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것은 미국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원조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지배구조 및 기업 구조 조정, 가격자유화, 무역 및 외환 시스템, 경쟁정
책의 전환 수준의 합은 미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의 체
제전환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각 분야를 분리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개별 항목들
가운데 미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원조 규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원국의 체제전환은 공여국의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는가? _ 175

<표 3> 미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원조 규모 결정 요인 분석
2-1
체제전환 지수

2-2

2-3

2-4

2-5

2-6

(0.690)**
12.343

대규모 사유화

(7.108)
4.183

소규모 사유화

(9.429)

지배구조 및 기업

7.846

구조 조정

(7.363)
5.405

가격자유화

(2.540)

무역 및 외환

3.654

시스템

(3.669)
7.162

경쟁정책
상수(Const.)

2-7

2.323

(48.961)
-20.956 -14.994 -3.092

-2.191

-9.348

0.647

-5.667

(6.285)** (16.017) (21.032) (9.047) (7.189) (6.264) (88.064)

국가별 고정효과

∨

∨

∨

∨

∨

∨

∨

연도별 고정효과

∨

∨

∨

∨

∨

∨

∨

관측수

105

105

105

105

105

105

105

R-squared

0.40

0.41

0.37

0.38

0.38

0.37

0.37

주: 괄호 안은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둘째, 전년도(t-1) 체제전환 지수, 대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가 당해연도(t)
생산분야에 대한 미국의 원조 규모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4> 참조). 즉, 미국은 전년도(t-1) 수원국의 체제전환 지수가 1단위 증
가할 때 당해연도(t) 생산분야에 대한 원조를 122만 달러 증가시키며, 대규모
사유화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생산분야에 대한 원조를 642만 달러 증가시킨
다(<그림 4> 참조). 또한 수원국이 가격자유화 수준을 1단위 증가시킬 때 미국
은 생산분야에 대한 원조를 245만 달러 증가시킨다(<그림 4> 참조). 체제전환
국이 국영기업과 국영농장의 사유화를 확대하고, 개인소유가 용이하도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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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그리고 자연 독점 영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경우, 미국의 생산영역에
대한 원조 예컨대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산업, 건설업 뿐 만 아니라 무역과 관
광 영역에 대한 공여가 증가한다.
<표 4> 미국의 생산분야 원조 규모 결정 요인 분석
3-1
체제전환 지수

3-2

3-3

3-4

3-5

3-6

(0.378)**
6.425

대규모 사유화

(2.013)**
2.372

소규모 사유화

(2.918)

지배구조 및 기업

4.532

구조 조정

(2.569)
2.452

가격자유화

(1.108)*

무역 및 외환

2.468

시스템

(1.327)
-7.587

경쟁정책
상수(Const.)

3-7

1.220

(15.579)
-14.805 -11.565 -5.850 -5.438

-7.519

-4.442

13.656

(5.267)** (4.742)* (6.751) (3.868) (4.370) (2.729) (27.734)

국가별 고정효과

∨

∨

∨

∨

∨

∨

∨

연도별 고정효과

∨

∨

∨

∨

∨

∨

∨

관측수

105

105

105

105

105

105

105

R-squared

0.39

0.42

0.36

0.37

0.35

0.37

0.35

주: 괄호 안은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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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원국의 체제전환에 따른 미국의 원조 결정 요약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 외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다부문, 인도주의 원조에 대한 미국의 원조
규모 결정에 수원국의 체제전환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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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미국이 중앙아시아 5개의 국가에 대한 원조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있
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체제전환 요소는 대규모 사유화, 가격자유화 수준임
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조 총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규모 사유화 수준
이며, 생산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규모 사유화와 가
격자유화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규모 사유화는 일반적으로 국영기업
및 국영농장 등의 사유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생산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군인 농
업, 산업, 건설업 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생산분야의 하위 영역들은 대
규모 사유화와 연관되어 중장기적으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등 원조의 효과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조 공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격자유화를 유도하는 원조를 통
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생산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
적으로 수원국의 성장과 연계 즉, 원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
서 공여국에게 매력적인 공여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5. 결론: 북한에의 함의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결정 요인을 체제전환의 이
행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당해연도(t) 미국의 전체 원조
규모는 전년도(t-1) 수원국의 대규모 사유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둘째, 당해연도(t) 미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전년도
(t-1) 대상국의 전반적인 체제전환 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
스에 대한 원조는 체제전환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여되었다. 셋째, 당해연도(t)
생산영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전년도(t-1) 수원국의 전반적인 체제전환 수준
뿐 아니라, 대규모 사유화 수준 및 가격자유화 수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게
결정되었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산업, 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생산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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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미국의 공여는 수원국의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될수록, 가격자유화가 확산
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에 어떤 함의를 제공할 것인가?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미국의 원조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특히 북한이 대규모 사유
화와 가격자유화를 본격화할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생산
영역에 대한 외부 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대규모 사유화를 확대하고 가격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외부 재원의 유입 특히 경제성장과 연계될 수 있는 생산영역에 대한 재원 조달
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실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가
가 기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사유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중앙공장의 개인 운영비중이 11.3%에서
25.7%로 증가하고 있다거나, 국영상점의 개인 운영의 비중이 42.2%에서
57.3%로 증가하고 있는 점들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32) 가격자유화로의 변화의 측면도 다양하게 관찰된다. 북한은 이미 2002년
부터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추진했다. 2002년 7월 1일자로 가격 및 임금을 인상
하여 현실화시키는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관리하고자 한 바 있다.33) 최근 급격
히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는 대부분 물자 가격의 시장화 즉 가격자유화와 유관하
다.34) 요컨대 북한의 변화는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는바, 해당 현상들을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전략 마련으로
외부자원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전술하
였듯이, 체제전환을 통한 원조 확대가 수원국에게 항상 긍정적인 혜택을 보장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수원국의 현지 특성을 반영한
체체전환 정책의 마련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공여국들에 의해
32)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뺷통일연구뺸, 제20권, 제2호(2016), pp.4588.
33) 윤황·김일기,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 개방의 평가와 전망,” 뺷한국학뺸, 제29
권, 제1호(2006년 봄), pp.209-238.
34) 조동호,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평가,” 뺷한국경제포럼뺸, 제13권, 제4호(2021년
겨울),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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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강요된 조건(condition)으로서의 체제전환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을 분
석함으로써 북한에 새로운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비교우위
를 가진다. 더불어, 원조의 총 규모 뿐 아니라, 분야별 공여를 살펴봄으로써 구
체적인 연구결과를 획득하였다는 점 또한 연구의 의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중앙아시아 체
제전환국들과 북한의 유사점만을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한계를 가진
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북한과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 간의 차이점을 추
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통계분석의 연구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도출된 정책적 함의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향후 연구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활용, 예컨대 카자흐스탄과 같이 국제사회와 핵 협상을 진행한 경우35) 등을 탐
색하여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5) Anuar Ayazbekov, “Kazakhstan’s nuclear decision making, 1991-92,”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21, No. 2(2014),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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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Economic Transition Bring More Aid
from the U.S.?: Lessons from Central Asian
Cases for North Korea
Jiyoun Par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re would be more volumes of aid to North
Korea if she is under transitioning.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the
author would analyze factors of the U.S. aid allocation for five transition
countries in Central Asia, including Uzbekistan, Tajikistan, Turkmenistan,
Kazakhstan, and Kyrgyzstan. The reason why this study focuses on the U.S
as a donor is that the U.S. is not only one of the major donor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lso a major donor to Central Asia and North
Korea. Meanwhile,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re considered proper
targets in terms of their experience in a planned economy under Soviet
coordination, similar to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overall aid volume from the United States
depends on the level of large-scale privatization in the recipient countries.
Moreover, aid to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of the U.S. is determined
by the overall level of transition in the target country, but aid to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is given regardless of the level of transition. In
addition, the U.S. aid to the production sector is determined not only by the
overall level of transition in the recipient country, but also by the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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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cale privatization and price liberalization. In other words, the U.S.
contributions to the production sector, including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industry, and construction, increase as higher level of large-scale
privatization and price liberalization. It would offer following lessons for
North Korea. First, North Korea's transition could facilitate the increase of
the U.S. aid, and second, if large-scale privatization and price liberalization
take place, it could facilitate securing external resources for production areas
directly linked to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Key Words: Transition, aid, the United States, Central Asia,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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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신지선 (베이징대학교)

1. 문제 제기
2.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 전개 과정
3. 북한의 핵 개발: 중국으로부터의 학습
4. 북중 경험의 유사성과 차이
5. 결론

이 글은 북한이 중국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를 맥락적으로 참고했다
고 보고 이를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서 핵 개발 논리의 유사성과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사실 중국과 북한의 핵실험은 NPT 체제 탈퇴 등 환경과
핵 보유에 대한 지도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로의존성과 유
사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 사회주의권 내부의 분열, 심각한
경제위기 환경 속에서 이른바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완성했다. 이후 미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즉, 개혁개방정
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북한도 미국의 체제위협, 우방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핵과 인공위성
실험을 감행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
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즉 북한식 개혁개방
을 추진하고자 하는 패턴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힘의 비
대칭성 속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방어적 핵전략을 채택한 것도 중
국의 경험이 주효했다. 다만 북한은 NPT 체제에 탈퇴한 이후, 핵 보유 지
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중관계의 갈
등이 나타나자, 장기적인 인정투쟁(cognition struggle)이라는 과정을 거
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 개발 환경, 논리, 경로에서 중국의 경험을 학
습했다는 논의를 뺷인민일보뺸와 뺷로동신문뺸등의 1차 자료에 근거해 확인했
다. 이 연구는 기존의 북한 핵 개발에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의 근거를 보완
하고, 북한과 중국의 핵 개발에 유사성과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북한의 ‘핵 이후’의 발전경로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토론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 주제어 | 북핵실험, 북중관계, 북핵위기, 중국의 대북정책, 양탄일성

1. 문제 제기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외부의 위협을 극복하고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을 추구
해왔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핵 선제공격을 받고 있다는 위협인식1)
이 있었고, 북·중·소 동맹 관계의 분열을 겪었다. 사회주의권의 대변화 속에서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로 한반도 안보구조가 급변하면서 북한이
느끼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2)은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은 1993년 핵
확산 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탈퇴하고 중국
과의 ‘이완된 안보 동맹(Loose Security Alliance)’3)이라는 환경 속에서 핵 개
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서도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
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무력의 기술적 진전을 통
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했고, 최적화된 억지력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존재 방
식을 모색해왔다.
이 글은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경로를 어디에서 찾아 어떻
게 학습했는가에 주목했다. 북한은 <표 1>과 같이 핵 개발의 논리, 환경, 추진과
정, 이후 발전전략의 전환 등에서 중국의 양탄일성 개발 경로와 경험을 선택적
으로 학습하고 이를 반영했다. 북한 노동당 당기관지인 뺷로동신문뺸에서 중국의

1) 미국은 70여년간 북한을 ‘악의 축’과 ‘핵 선제 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
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 위협을 가해왔다고 주장해 왔다.뺷로동신문뺸, 2020. 1. 1, p.1.
2)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은 자국에 대해 주변 국가가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는 5개국(중국, 북한, 쿠바, 라오스, 베트남)만이 존재하며, 사회주의 국
가 사이의 동맹와해에 따른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Daniel Bar-Tal은 “전 세계가 자신
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행동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했다. Daniel Bar-Tal
and Dikla Antebi, “Siege mentality in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1, No. 1(1992), p.49.; Kim Bomi, “North Korea’s Siege Mentality:
A Sociopolitical Analysis of the Kim Jong-Un Regime’s Foreign Policies,” Asian Perspective, Vol. 40, No. 2(2016), pp.223-224; 최완규·이무철, “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협
력: 탈냉전 이후 ‘피포위’의식의 심화와 세계체제로의 편입 노력을 중심으로,” 뺷평화학연구뺸,
제9권, 제1호(2008), p.96.
3) Debs Alexandre, and Nuno P. Monteiro, Nuclear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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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 시기마다 보도한 기사, 사설, 북한 지도부의 축전과 북한 핵 개발 시기
의 보도를 추적해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경제적 위기와 국제
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게임체인저로서의 핵 보유의 유용성, 경제건설을 추진
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면을 전환하고자 했다.
1964년 중국은 원자탄 실험 당시4) 핵 개발 배경에 미국의 핵 위협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 대 핵’ 노선을 통해 비대칭적 미중 관계의 성격 변화를 시도했
다. 1950년 후반부터 중국은 소련과의 정책 노선의 분열로 동맹 관계도 이완된
상황이었다.5) 당시 중국은 제3차대전을 불사한다는 미국의 강력한 위협 속에서
도 핵과 인공위성의 기술적 프로세스를 완성했으며, 1979년 미중수교를 계기로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북한은 중국의 원자탄, 수소폭탄
과 인공위성 실험 때마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핵 개발 정책을 지지했다. 이를 검
증하기 위해 중국의 뺷인민일보뺸와 북한의 뺷로동신문뺸 등 1차 문헌을 활용해 실
제로 양국 사이에 상호인식의 유사성과 차이를 밝혔고, 또한 북한이 어떤 지점
에서 중국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가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동안 북한 핵 개발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뺷로동신문뺸을 통해 북
한의 핵무기에 대한 태도6)를 분석하거나, 북핵 개발의 과정을 중국과 소련의
핵 개발 영향 및 안보위협 인식7) 등에서 찾았다. 또한 북중관계의 맥락에서 지
속과 변화8), 중국과 북한의 핵 개발의 시기와 동기의 비교9), 미국의 대중국 핵
개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북핵에 미치는 함의의 발견10), 북핵 개발의 동기와
4) 뺷人民日报뺸, 1964. 10. 17, p.1.
5) 沈志华，“中苏同盟破裂的原因和结果,”뺷中共党史研究뺸, 第2期(2007)，p.34.
6) 와다 하루끼 (남기정 옮김),뺷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뺸(서울: 창비, 2014), pp.230-233.;
와다 하루키 (이규수 옮김), “북한의 핵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 뺷역사비평뺸, 제78호
(2007), pp.269-276.
7) 김보미, “북한 핵프로그램의 시작과 성장 :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뺷통일정책연구뺸,
제28권, 제1호 (2019), p.185. ; Yi Ding and Shen Dingli,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Assurances on the DPRK’s Nuclear Issu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1, No. 4(2019), pp.582-585.
8) 이종석, 뺷북한-중국 관계 1945-2000뺸(서울: 중심, 2000), pp.299-306. ; 이종석, 뺷문화
대혁명시기 북한-중국 관계 연구뺸(성남: 세종연구소, 2015), pp.5-38.
9) 주재우·박태균, “냉전 시기 중국 핵 개발 사례를 통해 본 북핵 문제의 현재와 미래,” 뺷역사비
평뺸, 제126호(2019),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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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요인을 분석11)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북핵 연구를 풍부하게 발전
시켰으나, 북한이 중국의 핵 개발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했으며, 핵 개발 이후
의 전략 노선에 대한 비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연구는 북핵 개발 당시
북한과 중국의 상호인식을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양국의 핵심 텍스트에 대
한 내용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국 핵 개발 논리를 학습하는 과정을 연계해 분석
했다. 이를 통해 북핵 연구에서 이례(deviant case)를 발견해 기존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자 했다.
<표 1> 중국과 북한의 핵 개발 비교
구분
국제
핵 개발
이전

핵 개발

환경

중국

북한

한국전쟁과 대만해협 문제로

한국전쟁과 북핵 위기로 인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소련과의 동맹 균열

북중, 북소 동맹 균열

국내

대약진운동 실패

‘고난의 행군’

환경

삼선(三線)건설

경제특구(SEZ) 설치

핵 인식

핵 개발에 대한 역사적 인식

핵 개발 의지의 세습

평화적 ‘이용’선언

평화적 ‘사용’선언

국제

국제사회 편입 시도

국제사회 대화 시도

(미중 데탕트와 수교,

(북미관계 개선 시도,

1971-1979년)

2018년 이후)

이후
국내

1978년 개혁개방

경제건설 노선과 당국가체제
정상화

출처: 뺷人民日报뺸, 뺷로동신문뺸 정리

10) 권태오, “중국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 북핵문제에 주는 함의,” 뺷국방정책연
구뺸, 제35권, 제4호(2020), p.10.
11) 부승찬·박경진,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Scott D. Sagan의 핵 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뺷국가안보와 전략뺸, 제18권, 제1호(2018),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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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12)전개 과정
중국의 핵 개발은 상대진영의 소멸, 이데올로기 경쟁, 경제블록(bloc), 군비
경쟁을 벌이던 냉전과 사회주의 진영 내 수정주의와 혁명주의를 둘러싼 노선투
쟁이라는 이중적 환경 속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과 제1차, 제2
차 대만해협 위기 시에 중국에 대한 핵 선제 사용을 고려하기도 했다.13) 1955년
1월 28일 마오쩌둥(毛澤東)은 “미국이 ‘대만해협’을 침범하면서 핵전쟁을 일으
키고 있다…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도 6억 명의 중국인을 소멸시킬 수 없
다”14)고 주장했으며, 1957년 11월 18일 모스크바 사회주의 국가들의 회담에서
도 “만약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절반이 죽겠지만 절반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
며, 제국주의가 전쟁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전쟁을 치르고 다시 건설해야 한
다”15)고 강조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핵 개발 의지를 강화했다.
중국과 소련은 1950년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으나, 사회주의
우방인 소련은 중국의 핵 개발을 지지하지 않았다. 소련은 중국의 핵무기에 대
한 인식이 미소간 핵전쟁으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중소동맹도 이완되었다.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
에서 후르시초프(Khrushchyov)는 스탈린(Stalin)에 대한 개인숭배를 비판했
고, 중국은 3월 11-12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스탈린의 실수에 대한 비판
은 가능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회주
12) 양탄일성(兩彈一星)은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의미하는 양탄(兩彈)과 인공위성의 일성(一星)
을 합친 것이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1970년 4월 24일 첫 인공위성인 동방홍(东方红)을 발사해, 세계에서 5번째로 인
공위성 발사 국가가 되었다.
13) 미국은 중국에 여러 차례 핵 위협을 고려했으나,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 핵시설을 파괴할 경우 정치적 비용이나 군사적 위험이 있었고, 핵 위협의 정치
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소련이 협력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Office of the Historian,
“An exploration of the possible bases for action against the Chinese communist nuclear
facilities,”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4-68v30/d25 (검색
일: 2021. 7. 30)
14) CCTV, “1955年1月28日 原子弹吓不倒中国人民,” https://www.cctv.com/special/756/1/
50034.html (검색일: 2021. 7. 30)
15) 毛泽东, 뺷毛泽东文集뺸 第7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9),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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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영에서 소련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은 중소 간의 갈등으로 비화했다. 소련
은 1959년 6월 중국과 핵무기 견본 제공에 관한 합의를 파기했고, 다음 해에는
중국에 파견된 핵 기술자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1959년 중국과 인도의 첫 국경
충돌에서 후르시초프는 명목상으로 중립이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지지하고 중국
을 비난했다.16) 이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밀려
소련이 후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중소분쟁은 심화되었다. 심지어 소련
은 1963년에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17)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Partial Nuclear Test Ban Treaty)’에 체결했다.
중국은 소련을 더 이상 사회주의 우방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자력갱생 방식으
로 자체 핵 개발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선 ‘전면적 대약진
(全面大跃进)’을 통해 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면서 국방의 안전을
실현하고자 했다.18) 마오쩌둥도 뺷10대관계론(論十大關系)뺸에서 “경제건설을 빨
리해야만, 국방건설도 발전할 수 있다”19)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급
진적 경제정책의 실패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겹친20) 상황에서 중국 지도
부는 양탄일성(兩彈一星)을 통해 국내정치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1958년 6월
21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대
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자. 이것은 10년 안에 충분히 가능한 일”21)이라고 주장
하고 그 결정을 추인했다. 그러나 당시 핵무기의 용도와 개발 논리에 대한 중국
의 인식은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많이 있을수록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
으며, 핵 시대의 평화는 핵무기로 얻을 수 있고 핵무기는 핵무기로 소멸할 것”22)
16) 中共中央文献研究室·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 뺷建国以来毛泽东军事文献뺸 下卷（北京:
军事科学出版社，2010), pp.172-174.
17) 뺷人民日报뺸, 1964. 10. 17, p.1.
18) 뺷人民日报뺸, 1958. 3. 9, p.1.; 吴继轩, “从国际视角看毛泽东发动“大跃进”的历史动因,” 뺷山
东师范大学学报뺸, 第60卷, 第4期(2015), p.140.
19) 毛泽东, 위의 책, pp.27-28.
20) 中国共产党新闻, “大跃进运动,” http://cpc.people.com.cn/GB/33837/2534783.html (검
색일: 2021. 7. 30)
21) 中共中央文献研究室·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뺷建国以来毛泽东军事文献뺸中卷 (北京: 军
事科学出版社，2010), pp.387-388.
22) 乔有露·彭玉龙, “中国研制“两弹一星”战略决策的研究与思考,” 뺷军事历史뺸, 第6期(2017),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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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보는 등 핵확산 낙관론(proliferation optimism)에 가까웠다.
1962년 11월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가 주재하는23)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이
후, 첫 핵실험 직전까지 9차례의 중앙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위원회는
핵실험 계획, 조직, 지휘, 조정과 통제의 역할을 담당했고,24) 핵실험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하고 지상의 방사능 발생에 대비했다.25) 1964
년 10월 17일 원자폭탄 투하 실험에 이어,26) 1967년 6월 17일에는 연이어 수소
탄 발사실험에 성공했다. 이어 1965년 1월 8일 첸쉐썬(钱学森) 칠기부(七機部)
부부장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이어 인공위성 연구계획을 수립해 이를 국가
임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27) 1970년 4월 24일에는 ‘동방홍
(东方红) 1호’ 발사실험에 성공하면서 우주 클럽에 가입했다.28)
이처럼 중국은 양탄일성을 통해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했지만, 첫 원자탄 실험
부터 ‘핵 선제 불사용(NFU:No First Use)’ 원칙을 밝혔고 전면적 핵 금지와 완
전한 핵무기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했다.29) 당시 중국은 미국과 소련이 가장 많
은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양국이 핵 군축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
다.30) 즉 미국은 ‘확장된 핵 억지력’을 통해 동맹을 관리하고자 했지만, 중국은
핵 규모와 핵 능력의 한계로 인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31) 비동
23) 이처럼 단기간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오쩌둥, 네룽전(聂荣臻), 저우언라이가
중심이 된 당의 통일된 지도력, 조직, 기술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
다. John Wilson Lewis and Wue Litai, China Builds the Bumb(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pp.219-222.
24) 1962년 11월 18일 류샤오치(刘少奇)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정식으로 ‘중공중앙 15인전문위
원회(中共中央十五人专门委员会)’를 설치했고, 저우언라이가 주임을 맡았다. 刘学礼, 뺷两弹
一星精神뺸(北京: 中共党史出版社，2020), pp.162-163.; 孟红, “周恩来这样严抓核爆安保
工作,” 뺷世纪风采뺸, 第12期(2017), p.3.
25) 彭继超, “中国第一颗氢弹的研发与爆炸,”뺷炎黄春秋뺸, 第6期(2018), pp.10-11.
26) 뺷人民日报뺸, 1964. 10. 17, p.1.
27) 李颐黎, “钱学森与中国航天工程的开创:以探空火箭工程和东方红一号卫星工程为例,” 뺷工程
研究-跨学科视野中的工程뺸，第4期(2010), pp.305-306.
28) 뺷人民日报뺸, 1970. 4. 26, p.1.: 뺷人民日报뺸, 1970. 4. 27, p.1.
29) 聂文婷, “中国第一颗原子弹成功试爆后的对外宣示与国际反响,” 뺷當代中国史研究뺸, 第21卷,
第2期(2014), pp.24-25.
30) Susan Turne Haynes, Chinese nuclear proliferation: How global politics is
transforming China’s weapons buildup and moderniz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6), p.3.
31) Pan Zhenqiang, “A Study of China’s No-First-Use Policy on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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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과 내정불간섭에 기초한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중국은 핵 보유를 기반으로 삼
아 베트남 전쟁과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데탕트에 호응했다.
즉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돕고, 중국도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
위를 수용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이른바 ‘키신저 질서(Kissinger order)’가
탄생했다.32) 실제로 1978년 12월 제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도 1979년 1월 1일 미중수교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당시 중국의 국제환경을 평화와 발전33)으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
정책을 강화했다. 즉 평화란 전쟁이 없는 ‘동과 서(미국과 소련)’, 불균형한 발전
인 ‘남과 북(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착종된 동서남북 (东西南北)의 문제34)로
보고, 모든 역량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했다.35) 이에 따라 안정된 대외
환경 속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실험할 경제특구를 설
치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선택적으로 수
용하기 시작했다.36) 요컨대 핵무기를 바탕으로 2차 공격능력을 갖추고 외부로
부터의 피포위위식을 극복하면서 ‘삼선건설(三线建设)’을 중단37)하고 적극적으
로 대외개방을 추진했다.
Journal for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Vol. 1, No. 1(2018), p.119.
32) Gideon Rachman, “The Asian Strategic Order is Dying,” Financial Times (Aug 5,
2019) https://www.ft.com/content/f4725b7e-b51e-11e9-8cb2-799a3a8cf37b (검색
일: 2021. 7. 30); Henrry A. Kissinger, One China (New York: Penguin Press, 2011),
pp.275-277. 이희옥, “중국형 국제관계”, 이희옥·수창허편, 뺷중국의 길을 찾다: 한･중학계
의 시각뺸(서울: 책과 함께, 2021), pp.15-30.
33) 程玉海·林建华, “邓小平关于时代问题的思想和意义,” 뺷中国特色社会主义研究뺸, 第3期(2001),
pp.16-17.
34) 邓小平,뺷邓小平文选뺸第3卷（北京: 人民出版社, 1993), p.105.
35) 12월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결정하는 데 이것은 개혁개
방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북한도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향후
모든 역량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북한식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人民网, “中国共产党第十一届中央委员会第三次全体会议公报,” http://cpc.people.
com.cn/GB/64162/64168/64563/65371/4441902.html (검색일: 2021. 7. 30); 뺷로동신문뺸,
2018. 4. 21, p.1.
36) 이희옥 편,뺷중국, 스스로의 길을 묻다: 중국 석학들의 개혁개방 40년 평가와 전망뺸(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pp.10-11.
37) 1964년부터 시작된 삼선건설은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시설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협이 있었으나, 외연적 성장만 거듭한 ‘반쪽’ 도시화에
머물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부담이 되었다. 이현태, “삼선건설과 판즈
화,” 뺷역사비평뺸, 제117호(2016),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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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핵 개발: 중국으로부터의 학습
북한은 핵 개발 당시 중국의 경험을 학습했다. 물론 북한은 국제환경과 물질적
토대, NPT체제 출범이라는 환경과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의 논리,
사회주의 동맹의 균열, 추진경로, 이후 발전전략의 방향과 상관성이 있었다.
첫째,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따른 피포위의식이 있었다. 1953년 5월 아이젠
하워(Eisenhower)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쓰는 것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
하는 편보다 비용이 적다”38)고 밝히며 핵무기 사용을 언급39)하는 등 핵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인식했다. 즉 중국의 첫 핵실험 이전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한 공통인식이 있었다.40) 이것은 <표 2>와 같이 중국
과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한 인식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 중국과 북한의 첫 핵실험 보도
중국
첫 핵실험
공식 보도

· '미국’과 ‘미 제국주의’로 인한 핵
위협 강조
·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핵 독
점으로 핵전쟁 위협의 증가

북한
· ‘미국’과 ‘부시 행정부’ 지목
·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압력의 가중
· 국가 최고 이익과 안전의 침해

출처 : 뺷人民日报뺸 , 뺷로동신문뺸 정리

1990년대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통해 전략적 가치를 높여주었던 중소분쟁이
종식되고,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건의 고립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강화했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1992년 한중수교를 동력으로 사용했다.
38) 브루스 커밍스, (조행복 옮김), 뺷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뺸(서울: 현실문화연구, 2017), p.70.
39) Roger Dingman,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3, No. 3(1988)，pp.50-51. p.89. 1956년 미국의 덜레스(Dulles) 국무장관은 ‘한국
전쟁 휴전협상 중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위협을 이용’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바는 없다.
40) 뺷人民日报뺸, 1964. 10. 17, p.1. 뺷로동신문뺸, 1964. 10. 1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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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에 주한미군 철수, 북미관계 개선, 북일관계 개선 이후 한중관계 정
상화를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북중관계는 냉각되었다.41)
이것은 당시 중국과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발전전략 노선의 차이를 반
영한 것이었고,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을 이탈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
자율성(security autonomy)’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더욱 강화했다.

<표 3> 중국과 북한의 동맹 분열
구분

중국과 소련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 1950년 2월 14일: ｢중소우호동맹 및 · 1979년 미중수교
상호원조조약｣체결

·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신사고 외교

동맹의 · 1956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를
균열

중국은 ‘수정주의’로 비난

추진
· 1989년 탈냉전과 사회주의 국가 붕괴

· 1957년 마오쩌둥의 핵전쟁 가능성에 · 1990년 한소수교 (1991년 소련 붕괴)
대한 후르시초프의 반대

· 1992년 한중수교

· 1959년 소련은 중국 핵무기 견본 제
공 합의파기
결과

· 국제사회로부터의 북한고립 강화

· 1960년 소련 핵 과학기술자 중국에 · 경제원조 중단으로 북한, 최악의 경
서 전면 철수

제난 봉착, 핵 개발을 통한 국가 안

· 1963년 미·영·소 부분적 핵실험

보 선택

금지조약(PTBT)체결
출처 : 뺷人民日报뺸, 뺷로동신문뺸 정리

둘째, 북한이 핵 개발 당시 사회주의 진영 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동맹이
약화, 분열되면서 외부의존형 경제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1993년 12
월 제3차 7개년 계획이 실패한 이후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강행할 정도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북한 내 배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노동사회에 대한
국가 통제도 효율적으로 행사되지 못했으며, 속도전과 사상전 등 경제의 정치화
로 인한 비효율성은 더욱 가중되었다.42)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선군정치

41) 이희옥, “한중수교 교섭과정 연구,” 뺷중소연구뺸, 제43권, 제3호(2019), pp.141-142.
42)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뺷현대북한연구뺸, 제8권, 제1호(2005),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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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외부의 적인 ‘강적(미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43) 국내정치
의 안보화(securitization)를 의도적으로 심화시켰다. 사실 중국도 핵 개발을
모색하던 1950년대 후반 대약진 등 모험주의 노선으로 인해 비자연적인 사망자
가 3,000만 명44)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을 추월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월하자(超英赶美)’는 슬로건을
걸었던 환경적 조건과 상황이 유사했다.
셋째, 북한이 핵 개발 과정에서 안전보장과 ‘핵 선제 불사용’에 중점을 두었
다. 북한은 핵무기를 ‘핵 보검’45)으로 간주할 정도로 정권을 유지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생존을 달성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보았다.46) 여기에 남북한 경제력의
역전에 따른 위기의식,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본격화하면서 북한의 위기의식은
더욱 가중되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전개하는 과정에
서도 미국의 안보위협47)에 대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수소탄 실험 성공 이후에는 2003년 리비아가 핵을 포기
했음에도 군사적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 보유가 유일한 안전보장
이라는 자기 논리를 더욱 강화했다.
한편 북한의 ‘핵 선제 불사용’이라는 논리는 중국과 유사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첫 핵실험 이전인 10월 3일,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불허할 것’,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
현’48)을 강조했고 핵무기 보유는 자위적 권리이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
43) 뺷로동신문뺸, 2009. 5. 27, p.1.
44) 쟈오페이(Jiao Fei)·이창신, “중국 대약진운동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뺷한국정치학
회보뺸, 제47집, 제3호(2013), p.231.
45)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뺷로동신문뺸, 2018. 2. 23, p.6.
46) 북한은 1996년 사설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를 발표한 지 10년인 2006년
에 첫핵실험을 실시했다. 뺷로동신문뺸, 1996. 2. 7, p.1.
47) 뺷로동신문뺸, 2006. 10. 12, p.3. 제1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10월 1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실험은)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압력책동 때문이
라 밝혔다.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뺷조선중앙통신뺸, 2006. 10. 3.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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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49) 따라서 북한은 NPT 체제에서 핵
보유국인 미국은 핵 군축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핵
선제 공격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한 상황을 비판했다. 북한은 평화와 안전을 위
한 대응의 논리로 평화적 핵 활동을 하고 있다50)고 밝히면서 ‘핵 선제 불사용’
논리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제한된 협상 공간을 열어놓고자 했다.

<표 4> 북한과 중국의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 선제 불사용 논리
구분

중국의 제1차 핵실험
· “중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

평화적

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 및

또한 세계 각국의 정상회의를 열

핵 선제

어 핵무기 전면 금지와 완전한 폐

불사용

기를 논의할 것이다”

원칙

·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는 핵무기
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
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
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
· “우리는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
국으로서 핵 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
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출처 : 뺷人民日报뺸(1964. 10. 17) ,뺷로동신문뺸(2006. 10. 3)

넷째,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도했다. 북한
은 2000년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이 문제로 북미 갈등이 심화되
자 2003년 1월 NPT체제에서 탈퇴했다.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대미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 이후 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승
리했다고 선언했다. 즉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 되어 안보딜레마 발
생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건설51)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실제
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49) 뺷로동신문뺸, 2016. 1. 7, p.6.
50) 뺷로동신문뺸, 2006. 10. 18, p.6.
51) 뺷로동신문뺸, 2018. 4. 21, p.1.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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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시작했고 선군정치를
버리고 당국가(party-state)체제의 정상화를 시도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을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나 핵 개발 이후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중국과 달리,
북한은 핵실험 시기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외부로부터의 원자재와 첨단
기계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번도약’ 전략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다.52)

4. 북중 경험의 유사성과 차이
가. 중국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지지
중국은 핵실험 계기마다 우방 국가인 북한에 관련 사항을 통지했으며, 북한도
뺷로동신문뺸을 통해 중국의 핵실험을 적시에 보도53)하는 한편 관영매체의 사설
등을 통해 북중의 친선과 단결을 강조했다.54) 이어 뺷인민일보뺸는 다시 북한의
사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국 핵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이
밝힌 력사적 과업들을 빛나게 관철되였다는 것을 긍지 높이 선언하시였다.…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정당, 전국이 사회
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이라고 천명하시었다”
고 밝혔다.
52) 뺷로동신문뺸, 2021. 1. 9, p.1.
53) 중국 양탄일성에 대해서는 뺷인민일보뺸 발표 다음날 뺷로동신문뺸에서 자세하게 보도했다. (1)
원자탄 실험 보도 뺷人民日报뺸 1964. 10. 17, p.1.; 뺷로동신문뺸, 1964. 10. 18, p.1. (2) 수소탄
실험 보도 뺷人民日报뺸 1967. 6. 18, p.1.; 뺷로동신문뺸, 1967. 6. 19. p.4. (3) 인공위성 실험
보도 뺷로동신문뺸, 뺷人民日报뺸 1970. 4. 26, p.1.; 1970. 4. 27, p.3.; 북한은 중국의 핵
개발 실험 성공에 대해 중국 당정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냈다. 북한은 중국의 성과가 미국
의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었고, 중국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축전내용은 북한 핵 개발의 논리가 되었다. 뺷로동신문뺸, 1964. 10. 19, p.1; 뺷로동신문뺸,
1965. 5. 18., p.1.; 뺷로동신문뺸, 1970. 4. 27, p.1.
54)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 진행됐고, 핵실험 이전인 10월 3일에 핵실험에 관련
한 전문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북한은 중국과 유사하게, 핵무기는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불허할 것이라 밝혔다.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 뺷현대북한연구뺸, 제17권, 제1호(2014),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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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국의 제1차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성명과 보도
뺷人民日报뺸

뺷로동신문뺸

“국방력 강화의 중대한 성과는 세계평화 수호에 “중국에서 첫 핵 시험을 진행한 것
중대한 기여, 우리나라 첫 원자폭탄 투하 성공” 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1964.10.17)

성명 발표” (1964.10.18)

“북한 뺷로동신문뺸은 우리 핵실험 성공에 대한 환호,
중국은 자력갱생 전진 위력 과시, 우리나라의 핵무
기 전면 금지와 폐기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 (1964.
10.21)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중
국 인민의 위대한 승리” (1964.10.
19)

출처: 뺷人民日报뺸, 뺷로동신문뺸

북한은 중국의 핵 개발을 평화의 투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하며 “미제를 괴수
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각종 도발 행동과 경제 봉쇄 등으로 중국 인민의 승리
적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을…핵시험을 통해 자력갱생의 기치”55)를 걸고 성
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핵 개발에 대해 제3차대전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대했고, 소련도 전략적 지위가 약화되자 중국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중국을 지지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캄보디아, 알
바니아 및 일부 동남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일부56)에 불과했다.
북한이 중국의 핵 개발을 지지한 것은 향후 자국 핵 개발에 대한 정당화 논리
로 삼기 위한 노림수가 있었고, 실제로 중국에 핵기술 원조를 요청했다. 중국이
첫 핵실험을 성공한 이후,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목숨까지 바쳤던 혈맹으로서
핵무기 제조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작은
나라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57) 1966년 8월 북한은
자주노선을 공식적으로 선언58)했고, 불가피하게 중국의 핵 개발과 유사한 자력
갱생의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도 중국의 핵 개발 기간 북중관계는 비교적 안
55) 뺷로동신문뺸, 1964. 10. 19, p.1.
56) 뺷人民日报뺸, 1964. 10. 19, p.1.
57)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로버트 칼린(Robert Carlin), (이종길·양은미 옮김), 뺷두 개
의 한국뺸, (고양: 길산, 2002), p.383.
58) 박종철, “북한과 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연구(1969-70년),” 뺷아태연구뺸, 제15권,
제1호(2008), p.22.

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_ 203

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저우언라이는 1970년 4월 2일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 반대
의제를 둘러싸고 회담했다.59) 실제로 4월 24일 중국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북
한은 즉각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축전을 보냈다.
<표 6> 중국의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보도
양탄(两单)
구분

1964년 10월 16일
첫 원자탄 실험

중국
핵실험
보도

“중국에서 첫 번째,
핵 시험을 성과적으
로 진행” (1964.10.
18)
“평화를 위한 투쟁

사설

에서 달성한 중국
인민의 위대한 승
리” (1964.10.19)

1965년 5월 15일
두 번째 원자탄
실험

일성(一星)
1967년 6월 19일

1970년 4월 24일

수소탄 실험

인공위성 발사

“중국이 두 번째 핵 “중국에서 수소탄 폭
시험을 성과적으로 발시험 진행”(1967.
진행”(1965.5.15)

6.19)

위” (1965.5.16)

위성을 성과적으로
쏴 올렸다”(1970.4.
27)
“중국 인민이 우주

“사회주의 중국의
거대한 위력의 시

“중국에서 인공지구

-

과학 분야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를 축하
한다”(1970.4.29)

출처: 뺷로동신문뺸 내용 저자 정리

북한은 중국의 핵실험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뺷로동신문뺸에 사
설60)과 중국에 보내는 축전 등을 통해 지지를 표시했다.61)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핵기술 원조를 거부하고 북핵개발을 반대했음에도, 중국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59) 周恩来军事活动纪实编写组, 뺷周恩来军事活动纪实 1918-1975뺸 下卷 (北京: 中央文献出版
社，2000), pp.708-709.
60) 1967년 북한은 뺷조선중앙통신뺸을 통해 문화대혁명 시기 ‘북한에 대한 허위선전’을 반박했고,
수소탄 실험은 뺷로동신문뺸 4면에 간략하게 보도되었다. 과거 중국 원자탄 실험을 뺷로동신문뺸
1면에 자세하게 보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첫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 뺷로
동신문뺸, 1964. 10. 18, p.1.; “중국에서 두 번째 핵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 뺷로동신문뺸,
1965. 5. 15, p.1.; “중국에서 수소탄 폭발시험 진행,” 뺷로동신문뺸, 1967. 6. 19, p.4.
61) 북한은 중국의 첫 핵실험에 대한 전보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형제적 중국 인민의
훌륭한 결실’으로 평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거대한 승리’이
며, 중국이 제시한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완전한 파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뺷로동신문뺸, 1964. 10. 1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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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는 북핵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삼았다.
북한은 1960년대 “세계혁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제3세계 나라들과의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그들과 반제반미통일전
선을 형성”62)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도 북한의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
고, 북중이 함께 ‘미제국주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반대’하며 세계평화의 공
동 투쟁을 함께하자63)고 밝혔다. 북중간 ‘반미통일전선 수립’ 과정에서 중국의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지는 양국의 연대를 강화했다.

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반대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했
다.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 즉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견지해 왔다. 이것
은 이후 6자 회담의 기본원칙, 9.19 공동성명의 기초가 되었다.64) 6자회담이
열리기 이전인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은 북핵위기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대신,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소
극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한반도의 불
안정성이 높아지자 중국은 6자 회담을 중재하면서 의장국을 자임했다. 이후 미
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번
복했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62) 박태호,뺷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뺸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10.
63) 뺷로동신문뺸, 1964. 11. 18, p.1.
64) 杨希雨, “朝鲜核问题与中国的对朝政策,” 뺷现代国际关系뺸, 第1期(201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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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북핵실험과 중국의 입장
구분

비판
수위

제1차
(2006년)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2009년)

(2013년)

(2016년)

(2016년)

(2017년)

국제사회의

국제사회의 국제사회 요 국제사회 요 국제사회 요 국제사회 요

요구 무시

요구 무시 구 고려 않음 구 고려 않음 구 고려 않음 구 고려 않음

제멋대로

다시 핵실험 다시 핵실험 다시 핵실험 다시 핵실험 다시 핵실험

(悍然)핵실험

을 하고

단호히 반

단호히 반

중국

대, 견고하

대, 견고하

입장

고 움직일

고 움직일

수 없음

수 없음

을 하고

을 하고

을 하고

단호히 반

단호히 반

단호히 반

대, 견고한

대, 견고한

대, 견고한

입장

입장

입장

6자회담 틀 6자회담 틀
6자
회담

재복귀

재복귀

내 한반도

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비핵화 문제
해결

해결

6자회담 통
해 관련 문
제 해결

을 하고
단호히 반
대, 강렬한
견책, 견고
한 입장
관련 문제
해결

출처 : 이희옥,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뺷중소연구뺸, 제42권, 제3호(2018), p.16.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북핵실험 직후, ‘안전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 발표했으
나65), 중국은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진행한 것을 ‘단호히(堅決)’ 반대했다.
외교 관계에서 ‘제멋대로’라는 표현을 통한 반대는 중국-베트남 전쟁 당시에 사
용한 용어로 비난의 정도가 매우 강했다. 특히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인 동북지
역에 영향을 미치는 북핵실험을 안전(safety)과 안보(security)가 중첩된 문제
로 인식했으나,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고려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자 했다.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판적 태도를 유지했으나, 판(plate)을 변경하고자 하지 않았다.66) 다만 국제
65) “온 나라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
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류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
된 것으로써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
을 안겨준 력사적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
바지하게 될 것이다.” 뺷로동신문뺸, 2006. 10. 1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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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전쟁의 위협이 되거나, 인도주
의적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67)하면서 북한에 ‘숨 쉴 공간’을 제공했
다. 왜냐하면 돌발적인 북한 체제전환이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난민 유입, 한반
도 현상변경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공간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68)
이와 함께 중국은 비핵화 해법에 대해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진화시켰다. 즉 북미의 상호불신구조와 북핵 문제의 특수성
에 비춰 일괄타결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고, 제5차 북핵실험 이후에는 중국
외교부가 ‘쌍중단과 쌍궤병행론’69)을 제기했으나,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고수
하는 상황에서 북중관계는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2018년 북한이 한반
도 비핵화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70) 북중관계의 최대의 걸림돌이 일단 제거되었
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관계의 재정상화가
이루어졌다.71)
이후 북한은 모든 역량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72)하는 노선으로
전환하는 한편 북중관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2019년 북·중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북한 공식방문을 통해 “북한의 합리적 안보와 발전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力所能及) 돕겠다”73)고 밝히기도 했다. 더 나
66) 王帆, “中国视角：朝核问题现状及解决途径,” 뺷和平与发展뺸, 第1期(2020), p.11.
67) Shen Dingli,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the search for a new path forward:
A Chinese respons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72, No. 5(2016), p.345.
68) Zhu Feng, “Flawed Mediation and a Compelling Mission: Chinese Diplomacy in the
Six-Party Talks to Denuclearise North Korea,” East Asia, Vol. 28, No. 3(2011), p.207.
69) 쌍중단(双暂停)은 북한 핵·미사일 실험중단과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말하며, 미국이 대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 것이며, 쌍궤병행(双轨并行)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같은 궤도에 올려놓고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外交部, “王毅谈如何应对半岛危机：“双暂停”和双轨并进思路,” https://www.fmprc.gov.cn/
web/zyxw/t1443990.shtml (검색일: 2021. 7. 30)
70) 뺷로동신문뺸, 2018. 3. 6, p.1.
71) “金正恩表示，當前朝鲜半岛形势开始向好发展。我们主动采取了措施缓和紧张局势，提出了
和平对话建议。按照金日成主席和金正日总书记的遗训，致力于实现半岛无核化，是我们始
终不变的立场。我们决心将北南关系转变为和解合作的关系，举行北南首脑会晤，愿意同美
方对话，举行朝美首脑会晤。” 中国共产党新闻, “习近平同金正恩举行会谈,” http://cpc.peo
ple.com.cn/n1/2018/0328/c64094-29892765.html (검색일: 2021. 7. 30); 뺷로동신문뺸,
2018. 3. 28, p.1.
72) 뺷로동신문뺸, 2018. 4. 21, p.1. 북한은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
의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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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2019년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만든 ‘한반도 공동행동계획’74)을 통해 한반
도 비핵화 실현, 북미대화 촉구와 6자회담 복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
수하는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이 한반
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실질
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간주하고 미국책임론을 제기했고75), 그 대안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했다. 이것은 북중관계의 공고화를 통해 북한
이 추가 핵실험과 같은 행동을 제약하는 한편, 미중관계에서 북한 부담을 줄이
고 장기적으로 ‘두 개의 조선’에 입각한 북한의 체제 진화(regime evolution)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중국의 양탄일성 전략은 북한에는 창과 거울이었다. 키신저 질서의 등장과 같
은 국제환경, 북한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 핵의 국제정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 당시의 대내외적 조건, 목표, 경로에서 중국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학습하고 참고했으며, 중국의 행동을 적시에 지지함으로서의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핵 개발을 시작할 무렵 중국은 대약진운동의
73) “中方支持推进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为解决问题积累和创造条件。中方愿为朝方解决自身
合理安全和发展关切提供力所能及的帮助，愿同朝方及有关各方加强协调和配合，为实现半
岛无核化和地区长治久安发挥积极建设性作用。” 新华网,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
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http://www.xinhuanet.com/politics/ leaders/2019-06/
20/c_1124650674.htm (검색일: 2021. 7. 30); 外交部, “2019年6月21日外交部发言人陆慷主
持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674409.
shtml (검색일: 2021. 7. 30)
74) 新华网, “外交部：中俄向联合国安理会提交关于政治解决朝鲜半岛问题决议草案,” http://
www.xinhuanet. com/politics/2019-12/17/c_1125357764.htm (검색일: 2021. 7. 30)
75) “我们看到，过去几年朝方在缓解紧张局势和无核化方面采取了不少积极举措，但遗憾的是并
没有得到美方的实质回应，这是导致朝美对话陷入停滞的重要原因。” 外交部, “国务委员兼
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https://www.fmprc.gov.cn/
web/wjbzhd/t1782257.shtml (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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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서 고립되어 있었으며, 중소분쟁으로 인해 사회주의 동맹의 균열이라는 삼중의
위기 속에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비대칭적 국제정치의 구도를 극복하고 대내적
으로 체제 정당성을 확보해 근대화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 보유가 결정
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간주했다. 비록 이 프로젝트가 마오쩌둥 시기에 기획되
고 추진되었으나,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리는 덩샤오핑(邓小平)도 “1960년대
이래 중국이 원자폭탄·수소폭탄·인공위성 발사 등 이른바 양탄일성이 없었다면,
중국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의 국제적 지위도 없을
것”76)이라고 주장하는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공통인식에 기반해 있었다.
다만 중국은 미중간 종합국력의 차이를 고려해 전면적 핵 금지와 완전한 폐기,
핵 선제 불사용, 핵무기의 양적 확장은 제한하는 등 핵실험의 국제적 파장을 줄
이고자 했다. 이것은 최소한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달성한 상황에
서 군비지출을 줄이고 국가전략의 당면과제였던 개혁개방으로의 전략적 전환과
맞물려 있었다. 실제로 중국은 양탄일성을 완성한 이후 마오쩌둥의 피포위의식
에서 설계된 삼선건설을 폐기했고, 1972년 미중 공동성명 발표부터 1979년 미
중수교까지는 대만문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한편 경제특구 건설 등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북한도 핵실험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릴 정도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
면서 비자연적 사망자가 속출했고 심각한 부족의 경제(economy of shortage)
에 직면해 있었다. 북한은 1991년 소련 해체와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 사회주
의권의 결속력이 크게 이완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에 따라 김정일 체제는 대내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일종의 과도통치전략인 선
군정치를 제시했다. 즉 국방력을 강화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전
략을 경제건설에 두기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76) 邓小平, 위의 책, p.279.;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New Old Thinking : The
Concept of Limited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1995),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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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2년 조지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rogue state)에
규정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압력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북한도 현저한 국력의
비대칭성을 절감하면서 북핵보유의 성격을 사전에 규정하고자 했다. 2006년 제
1차 핵실험 직전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발표하는 등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비판압력을 줄이고자 했다. 이후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거친 이후
인 2018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
력을 확보한 병진노선이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북한판 개혁개방으로 볼 수 있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핵 개발의 조건과 환경의 차이점이 있다. 중국은 1968년
NPT 체제 협상에서 핵 국가로 승인되면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었고,
미중수교와 개혁개방의 추진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북한은 NPT 체제가 공고화
된 상황에서 1993년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03년에 영구적 탈퇴를 선언했
기 때문에, 북핵실험이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북한의 여섯 차례 핵실험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역내에서 핵 독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군축 대신 비핵화를 북핵 해법으로 채택했고,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참여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은 중국과 달리 핵 보유를 통한 경제건
설 노선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가이익의 차이로 북중관계
의 균열이 나타났다.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힌 이후 중국을 방문했
고,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중관계 재정상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은 미중관계와 한중관계에 미
치는 부담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제약되어 있
으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밖에서 행동할 유인과 의지도 약하다. 중국의 최
대치는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가역조항을 활용해 북한의 민생과 경제문제를
연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핵을 보유할수록 경제발전이 어려워지는
‘핵 보유의 딜레마’와 핵을 버리면 체제안정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느끼는 ‘핵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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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딜레마’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cognition struggle)
을 지속하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 북중관계를 활용해 외부로부터의 제재와 핵 포
기 압력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한편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부분적 제재해제와 북한의 추가 비
핵화 조치를 연계하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77)이러한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조율되고,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에 기초한 단계론(phased agreement)과 외교적 해법을 논의하고 있
다.78) 이것은 중국의 단계적, 동시행동론, 북한의 ‘합의 가능한 부분의 우선합의
와 실행’, 단계를 압축하면서 동시 행동을 추구하는 한국적 해법과도 접점이 있
다. 결국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 개발 경험을 선택적으로 학습한 결과는 핵을
보유해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통한 업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변수인 안보, 정치, 위신, 리더십 성향, 북한의 핵기술
능력 변수 중에서 안보와 정치적 변수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 비핵화 국면
을 전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77) “비핵화와 정세완화에 대한 북한이 취한 조치를 감안할 때 미국은 성의를 다하고 호응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제재 결의의 가역조항을 조속히 발동해 북한의 경제 민생
상황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王毅国务委员在第九届世界和平论坛开幕式上的主旨演讲
https://m.thepaper.cn/baijiahao_13446140 (검색일: 2021. 7. 5)
78) The White House, “Background Press Call by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on
the Official Working Visit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www.whitehouse.gov/
briefing-room/press-briefings/2021/05/20/background-press-call-by-a-senioradministration-official-on-the-official-working-visit-of-the-republic-of-korea/
(검색일: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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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Logic, and Path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Comparison with Chinese Experience
Lee, Hee Ok (Sungkyunkwan University)
Shin, Ji Seon (Peki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uclear
weapon development program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Especially
this study assumes that North Korea refers to China’s logic for nuclear
development throughout official primary documents. This assumption stems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 environment of nuclear tests between two
countries was similar in terms of path dependency, despite differing
international conditions, such as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system. Additionally, China completed the so-called ‘Two Bombs and One
Satellite’ despite U.S. diplomatic pressure, division of the socialists bloc, and
severe domestic economic crisis. Later, China normalized its relation with the
U.S., and thereafter, pursued ‘Reform and Opening Policy’. Similarly, North
Korea tested its nuclear bombs and artificial satellites despite strict opposition
from socialist friendly countries and domestic economic crisis incurred by the
‘Arduous March Economic Season’. Regardless of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North Korea declared itself a nuclear state, while pursuing a
‘Socialist Economy Construction’ and a North Korean-type reform simila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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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hina had done in the past. Moreover, North Korea announced a ‘No
First Use Policy’ and a defensive nuclear strategy, again similar to what
China had done. However, North Korea was not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after it withdrew from the NPT system. Even when China requested to North
Korea to denuclearize, which caused a conflict between two countries, North
Korea decide to ignore such request and endure a long-term ‘Cognition
Struggle’. The assumption that North Korea had followed China’s process
and strategy in their nuclear development program can be confirmed by
primary documents, mainly Renmin Ribao and Rodong Sinmun. This study
stressed on the shortcomings of preceding studies 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by clarif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uclear
development between two countries. And this study will contribute new
academic debates about North Korea’s post-nuclear processes.
Key Words: North Korea's Nuclear Test, Sino-North Korean Relations,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wo Bombs and One Satellit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투고일: 2021.08.05.

심사일: 2021.09.03.

게재확정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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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 여름호 |
1.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김소정⋅양정윤

2. 사이버안보와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

장노순

3. 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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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빈

5.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보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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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건

3. 강성 권력과 연성 권력 측면에서 바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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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휘

2.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김태중

3.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1977-1991)에 대한 RMA적 사후해석의 극복
: 카터 행정부의 ‘상쇄전략’에 대한 기술 기회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박상연

4. 일본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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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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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현숙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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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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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호 |
1. 1960년대 유럽 3국의 선택과 한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2. 국제금융기구의 ‘이행조건’ 분석과 북한 개발협력 시사점

황일도
최창용⋅문경연

3. 일본과 유럽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이기태

4.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박주희

5.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기(國旗)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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