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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미 핵 장기갈등
: 1993.3-2018.6

장경룡 (광주여자대학교)

1. 서 론
2. 분석 틀과 사례 분석
3. 가설 검증과 북미 핵 장기갈등
4. 정책 제언
5. 결 론

비록 장기갈등에 관한 연구(예: 앙숙이론, 숙적이론, 전략적 대립이론)
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연구는 풍부하지만, 북미 핵 갈등을 장기갈등 이
론으로 설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북미 핵 장기갈등의 개념 규정
과 설명을 시도한다.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무엇이 북미 간
핵 갈등을 유발시키고, 장기화시키며, 종료시키는가?’이다. 이 글은 국가
이익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촉매사건이 북미 갈등의 원인이며; 상대방을 향
한 정책결정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상대방을 향한 북한/미국의 제도화된
의지, 갈등지향적인 정책이 갈등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국제위기의 반복적
발생과 화해의 어려움이 북미 갈등의 행태적 패턴이며; 그리고 상대방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의 감소와 상대방과의 보완적 이익이 증대할 경우
북미 핵 장기갈등의 종료가 가능할 것임을 주장한다.

| 주제어 | 북미 핵 갈등, 장기갈등, 앙숙, 숙적, 전략적 대립

1. 서 론
북한의 ‘NPT 탈퇴’ 발언(1993. 3) 이후, 북한과 미국은 핵 문제를 둘러싸고
1)

2018년 6월까지1) 25년째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북미 핵 갈등과 같이 장기적으
로 진행되는 갈등(이하, 장기갈등)의 중요한 특징은 심각한 무력충돌(전쟁 포
함)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반면 해결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고어쯔와 디일
(Goertz and Diehl)은 1816-1976간의 진행되었던 장기갈등 사례 중 53%는 전
쟁을, 79%는 무력분쟁을 초래하였음을 밝힌다.2) 브리처(Brecher)의 연구 또한
장기갈등(1918-1988) 구조에서 발생한 317건의 국제위기 사례 중 52%가 전쟁
혹은 심각한 무력충돌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3) 브리처는 또한 1918년 이후
발생한 33건의 장기갈등 사례 중 13사례(약 40%)가 현재까지 미해결임을 밝히
고 있다4). 장기갈등이 심각한 무력충돌(전쟁 포함) 가능성은 높은 반면 그 해결
은 쉽지 않은 갈등임을 고려할 때 북미 핵 장기갈등의 연구는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갈등의 중요한 선행연구인 앙숙(怏宿, protracted conflict)이론,
숙적(宿敵, enduring rivalry)이론, 전략적 대립(strategic rivalry)이론 등은
북미 핵 장기갈등의 분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장기갈등의 원인으로,
앙숙 이론5)은 집단의 ‘정체성’을; 숙적 이론6)은 영토와 같은 국가 ‘이익’ 혹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893). 꼼꼼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1) 본 연구는 2017년 7월 ~ 2018년 6월까지의 1년 과제이므로 분석대상 기간을 2018년 6월까
지로 제한하였다.
2) Gary Goertz and Paul Diehl, “The Empirical Importance of Enduring Rivalri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18, No. 2(1992), pp.151-163.
3) Michael Brecher, Crise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ergamon Press, 1993), p.164.
4) Michael Brecher, World of Protracted Conflic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6).
5) Edward E. Azar, “Protracted International Conflicts: Ten Propositions,” in Edward E.
Azar and John W. Burton, eds.,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Sussex: Wheatsheaf Books, 1986), pp. 28-39; Edward E Azar, The Management of
Social Conflict ( Hampshire: Dartmouth, 1990); Edward E. Azar and N. Farah, “The
Structure of Inequalities and protracted Social Conflict: A Theoretical Framework,”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7, No. 4(1981), pp.3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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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의 불일치를; 전략적 대립이론7)은 국가 목표의 현저한 상충과 중요
이슈의 미해결을 지목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국가이익, 정체성, 목표의 상
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갈등을 촉발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다. 본 연구는 국가이익/정체성 모두를 북미 핵 장기갈등의 원인으로 규정하
되, ‘촉매 사건’8)의 개념을 도입하여 갈등 촉발과정을 설명한다. 다음, 장기갈
등에서 나타나는 충돌 행태를 앙숙이론은 ‘전면전’과 적대적 상호작용의 ‘과정’
으로9); 숙적이론은 ‘증오심’과 ‘무력충돌’의 반복으로10); 전략적 대립이론은 일
정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적대감’이 유지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묘사한다.11)
선행연구는 모두 장기갈등을 하나의 ‘과정’으로 묘사하며 구체적인 갈등행태를
‘전쟁,’ ‘무력분쟁,’ ‘적대적 인식’ 등으로 특징화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는
장기갈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해12)시도와 실패’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북미 핵 장기갈등의 전개과정으로 ‘국제위기’와 ‘화해실패’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갈등 종료와 관련하여, 앙숙이론은 앙숙관계에는 명
시적인 ‘종료’가 없음을13). 숙적이론은 숙적관계의 시작과 종료의 정확한 관찰
6) Paul Diehl and Gary Goertz. War and Peace in International Rivalr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Charles Gochman and Zeev Maoz,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7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8, No.
4(1984), pp.585-615; Paul Huth, “Enduring Rivalries and territorial Disputes,
1950-1990,”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15, No. 1(1996), pp.7-41;
Zeev Maoz and Ben Mor, Bound By Struggl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T.V. Paul, The India-Pakistan Conflict: An Enduring Rival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7) Michael Colaraesi, Scare Tactics: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Rivalry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5); Michael Colaraesi, Karen D. Rasler and William
R. Thompson, Strategic Rivalries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David R. Dreyer, “Issue Conflict Accumulation and
Dynamics of Strategic Rival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4, No.
3(2010), pp.779-795.
8) Brecher, 앞의 책, pp.107-108.
9) Edward E. Azar, Paul Jureidini, and Ronald Mclaurin, “Protracted Social Conflict,”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 VIII, No. 29(1978), pp.41-60.
10) Maoz and Mor, 앞의 책, p.405.
11) Colaresi et al., 앞의 책, p.4, 21.
12) 챈(Chan)은 아태지역 국가들은 숙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인한 이익으
로 인하여 상호협력조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Steve Chan, Enduring Rivalries in the
Asia-Pacif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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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움을14)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는 장기갈등이 ‘화해’를 통하여 명
확하게 종료되는 사례(예: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1979; 독일 통일, 1990)
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화해를 통한 북미 핵 장기갈등의 종료 가
능성을 탐구한다.
또한 북미 핵 갈등의 기간이 2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을 양
자적 장기갈등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희귀하다. 우선, 북미 핵 갈등의 원인으
로, 적지 않은 연구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지적한다. 구소련의 붕괴
와 서방의 승리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두려움을 극대화시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는 주장15)과 생존의 두려움을 인식한 북한이 안보 극대화를 위
하여 위험 감수를 무릅쓰고 핵 개발을 하였다는 주장16)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
나 북미 핵 장기갈등의 원인을 북한의 두려움으로만 보는 연구는 장기갈등의 또
다른 축인 미국의 대북위협 인식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다. 본 연구는 북미 핵
장기갈등의 원인으로 미국의 입장도 함께 살핀다. 다음, 북미 핵 갈등의 전개과
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두 번의 북핵 위기17) 혹은 두 번의 핵 실험18)에 초
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기본합의서> 및 6자회담 실패 등 ‘화해
실패’를 북미 ‘국제위기’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13) Azar (1986), 앞의 글.
14) Gary Goertz and Paul Diehl, “(Enduring) Rivalries,” in M. I. Midlarsky, ed.,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p.235-236.
15) Tim Beal, North Korea: The struggle Against American Power (New York.: Pluto
Press, 2005); Mike Chinoy, Meltdown: 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09).
16) 손용우,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 (1945~2009),” 뺷국제정치논총뺸, 제
52권, 제3호(2012), pp.257-286; Kim Yongho, North Korean Foreign Policy: Security
Dilemma and Succession (New York: Lexington Books, 2010); Kim S. Chull and
Michaek D. Cohen,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Entering the New Era of
Deterrence (Washington D. C.: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2017).
17) 손용우, 앞의 글; 이유림ㆍ김용호, “국가간 갈등에 있어 공격-방어 균형의 변화와 인식에
대한 고찰,” 뺷한국정치학회보뺸, 제38권, 제1호(2004), pp.255-273;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뺷국제정치논총뺸, 제46권, 제1호(2006), pp.79-101.
18) 권효림ㆍ김용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인지적 접근: 제1차 핵실험을 중심으
로,” 뺷국제정치논총뺸, 제54권, 제1호(2014), pp.99-132; Jihwan Hwang, “Face-Saving,
Reference Point, and North Korea’s Strategic Assessment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9, No. 6(2009),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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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국 정책결정자들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 정책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6
회의 북미 핵 ‘국제위기’19)와 ‘화해시도 및 실패’20)를 연계하여 설명한다. 마지
막으로, 북미 핵 갈등의 종료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으
로 나뉘는데 부정적 입장은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될 것이며21), 북미 협상의 여
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 대표적이다22). 긍정적인 입장은 협상,23) 6자회담 등
다자적 국제제도 보강24), 신뢰기반의 북미관계의 정상화를25) 통하여 북미 갈등
의 종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는 북미 핵 장기갈등 종료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갈등 국가의 화해시도 및
실패조건을 제시하여 북미 핵 장기갈등의 종료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 이후 2018년 6월 현재까지 진행되는 북미 핵 장기
갈등에 대한 정확한 서술과 북미 상호작용의 인과관계 설명이다. 연구의 이론/
경험적 목표는 (1)북미 핵 장기갈등의 원인, 전개과정, 종료에 대한 분석틀 제
시, (2)분석틀에 근거하여 1993-2018의 북미 핵 장기갈등 분석, 그리고 (3) 정
책 제언이다. 이 글은 2장에서 분석틀을 제시한 다음 사례를 분석한다. 6회의
‘국제위기,’ 2회의 ‘화해실패,’ 그리고 ‘6ㆍ12 북미 합의’가 분석 대상이다. 3장
은 가설 검증 및 북미 핵 장기갈등의 종합 평가이다. 4은 정책 제언이며 5장은
결론이다.

19) 1차 위기(1993. 3-1994. 10), 2차 위기(2003. 1-2005. 9), 3차 위기(2006. 7–2006. 12), 4차
위기(2009. 4 –2009. 11), 5차 위기(2012. 4-2013. 7), 그리고 6차 위기(2016. 1–2018. 3).
20) ‘북미 제네바 합의’(1994. 10–2003. 1)와 ‘6자회담’(2003. 8-2008. 12) 실패,
21) Victor Cha and David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22) Kim and Cohen, 앞의 책.
23) Marion Creekmore, A Moment of Crisis (New York: Public Affairs, 2006).
24) 조윤영, “북핵문제의 국제제도론적 해석,” 뺷신아세아뺸, 제14권, 제2호(2007), pp.63-89;
Lee Inbae, “A Study on Multilateral Approache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Maz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3, No. 5(2003),
pp.49-71; Gilbert Rozman, Strategic Thinking about the Korean Nuclear Crisi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25) 서보혁,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비교연구,” 뺷국제정치논총뺸, 제48권, 제2호
(2008), pp.127-149; Beal, 앞의 책; Chinoy,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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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과 사례 분석
가. 분석 틀
(1) 독립변수26): 국가이익/국가정체성 위협의 촉매사건
장기갈등의 원인으로 숙적이론은 국가이익 충돌을, 앙숙이론은 정체성 충돌
을 든다. 그러나 국가이익/정체성 충돌은 ‘촉매사건’27)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화
된다.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북미 핵 장기갈등은 북한/미국의 국가이익 그리
고/혹은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핵 관련 ‘촉매사건’이 원인이다(가설 1).

(2) 종속변수: 국제위기/화해실패
먼저,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정체성을 위협하는 ‘촉매사건’에 접한 북한/미국
이 모두 자신들의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정체성 수호의지가 강하면 국제위기28)
가 초래될 수 있다. 가설은: 북한/미국 모두 핵과 관련한 상대방의 행동으로부
터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국가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국제
위기가 발생한다(가설 2). 다음, 장기갈등 국가들도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정체
성에 대한 보장 가능성이 인식되면 화해를 할 수 있다. 가설은: 북한/미국 모두
(1)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 감소와 (2) 화해를 통한 국
가이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화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가설 3). 그러나 화해

26) 제시하는 분석 틀의 자세한 설명은 Chang Keung Ryong,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in a Protracted Conflict: Korea, 1948-1993, Unpub. Ph.D. diss McGill
University(1996), Ch.2 참조.
27) 갈등의 ‘원인’과 ‘촉매사건’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원인’은 장기갈등의 장기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변수를 말한다. ‘촉매사건’은 갈등의 단기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을 말한다.
Brecher, 앞의 책, pp.107-108.
28) 국제위기는 국가 간 폭력적 상호작용의 형태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고
조되고, 양국관계는 불안정해지며, 양국 간의 국제체제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Michael Brecher, International Political Earthquak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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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필요성 상실 혹은 의지 부족은 화해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가설은: 북한/미국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상대방의 국가이익 그리고/혹
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할수록 화해실패 가
능성은 높아진다(가설 4).

(3) 매개변수: 정책결정
‘촉매사건’이 국제위기/화해실패로 발전하는 데는 장기갈등국가의 독특한 정
책결정과정이 개입된다. 먼저, ‘강화된 부정적 인식’이다. 과거로부터의 장기적
인 갈등을 경험하는 국가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누적된다. 가설은: 상
대방에 대한 북한/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과거로부터의 누적된 갈
등과정으로 인하여 강화된다(가설 5). 다음, ‘제도화된 의지 강화’이다. 상대방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수록, 정책결정자들은 장래의 무력충돌에 대비하
여 이익/정체성 수호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제도화(예: 무력증강)하기 쉽다. 가
설은: 북한/미국의 부정적 인식 심화는 상대방을 겨냥한 핵 관련 적대적 의지의
제도화를 강화한다(가설 6). 마지막으로, ‘갈등지향적 정책결정’이다. 강화된
부정적 인식과 적대적 의지의 강화는, ‘촉매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책결정자들
에게 화해보다는 갈등지향정책을 택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가설은: 국제위기/
화해실패는 갈등 지향적 정책결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가설 7).

나. 사례 분석
(1) 제1차 북핵 국제위기 (1993. 3-1994. 10)
제1차 북핵 국제위기의 배경으로 1993년, 북한의 플로토늄 신고내용과 사찰
결과가 다르다는 IAEA 발표(2. 25); 한미 팀 스프리트 훈련 (3. 9-12); 북한의
NPT 탈퇴예정 선언(3. 12);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미국의 핵위협 금지를 합
의한 북미 제1단계 고위급회담(1993. 6. 2–11); 북한의 IAEA 사찰수용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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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북지원 등을 합의한 제2단계 고위급 회담(1993. 7. 14–19); 북한의 IAEA
전면사찰허용 번복(1993. 10)과 부분사찰 주장(1993. 12) 등이 진행되었다. 이
후 1994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추출 인정(1994. 5. 14); 노동 1호 발
사(1994. 5. 29); NPT 탈퇴 선언(6. 13)을 행하였다. 북한의 핵무기용 플로토늄
생산 돌입을 믿게 된 미국29)은 영변 원자로 폭격 등의 군사작전을 논의하였다
(6.15). 미 국방부는 10,000명의 추가병력, F-117 폭격기, 크루즈 미사일, 추가
항모전단 출동을 고려하였다30). 제1차 북핵 국제위기의 발생이었다. 그러나 미
국의 군사작전 최종결정 직전, 북한을 방문(1994. 6. 15-18)중이던 카터로부터
의 김일성의 ‘긴장완화 희망’ 소식; 제3단계 고위급 회담(1994. 8. 5-12); <북
미 제네바 합의> (1994. 10. 21) 등을 거치며 제1차 북미 핵 국제위기는 종료되
었다.
제1차 북핵 국제위기를 분석 틀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북
핵 국제위기의 촉매사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북한은 IAEA 특별
사찰을 ‘자주권’과 ‘안보’ 침해31)로; 미국은 북한의 행위를 NPT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AEA 사찰 거부, 노동 1호 발사와; 미국의
영변 핵 시설 폭파 검토는 갈등지향 정책이었다. 갈등지향 배경은 한미군사훈련
은 핵 전쟁연습32)이고 IAEA제재는 ‘전쟁행위’라는 북한의 인식33)과 북한은
“비이성적이면서 핵무기마저 보유하는 믿을 수 없는 적대적 존재”라는 미국의
인식이다.34) 제도화된 의지로, 북한은 핵능력 개발; 미국은 동맹국 방어와 NPT
체제유지를 강화하였다.

29) Carpenter T. Galen, “The 1994 North Korea Crisis,” http://nationalinterest.org/blog/
the-sceptics/the-1994north-korea-crisis-military-force-bad-idea-then-20251
(검색일: 2018. 6. 1).
30) CNN, 4 October 1999.
31) 뺷로동신문뺸, 1993. 3. 12, 13
32) 뺷로동신문뺸, 1993. 1. 29.
33) CNN, 4 October 1999
34) Brecher, 앞의 책(2016),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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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미 제네바 합의와 실패 (1994. 10-2003. 1)
제1차 북핵 국제위기를 겪으며 화해를 시도한 북미는 <제네바 합의>(1994.
10. 21)를 하였다. 북한은 핵 활동 중단 및 관련시설 해체, 경수로 완공시 흑연
감속로 해체, NPT 복귀와 IAEA 안전의무 이행을;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 제공, 매년 북한에 50만톤의 중유공급,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평화
협정을 통한 대북위협 및 핵공격 금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수로 부
지착공(1997. 8. 19)은 공화당의 반대로 지연되었다. 폐연료봉 8천개의 봉인을
완료(1997. 10. 31)한 북한은 미국의 경수로 사업 지연에 항의하여 핵 프로그램
재가동 경고(1998. 5)와 대포동-1 발사(1998. 8. 31)를 행하였다. 2002년 들어,
부시의 ‘악의 축’ 발언(1. 19);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제기(7. 31);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인정과 자위권 주장(10. 25); 미국의 중유공
급 중지 결정(11. 14); 북한의 IAEA 핵시설 감시기구 철거 요구(12. 13), 원자로
동결 해제(12. 21), IAEA 사찰관 추방 및 플로토늄 재처리 공장의 재가동 선언
(12. 27), NPT 탈퇴예정 선언(2003. 1. 10) 등이 진행되면서 제네바 합의는 실
패하였다.
분석 틀에 의한 북미 제네바 합의와 실패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네바 합의
협상과정에서 북미 모두 상대방의 정체성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합의를 통하여
북한은 경수로 건설, 북미수교, 안보이익 확보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중지와
NPT체제유지를 기대하였다. 화해실패에는 북한의 이익/정체성을 보장하는 미
국의 의지 감소(예: ‘악의 축’ 발언, 경수로 사업 지체)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재가동이 촉매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과 ‘악의 축’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지속을 확신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인을
핵개발 의지 지속으로 확신하였다. 결국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며 핵
개발의지를 제도화하였고, 미국은 대북 중유지원을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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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북핵 국제위기 (2003. 1 - 2005. 9)
제네바 합의 실패가 가시화된 2003년 1월,35) 미국은 북한의 무법정권 재규정
과 대북외교 압박을 행하였다. 북한은 무법정권 재규정이 북한붕괴 목적이라고
비난하였다(1. 29). 제2차 국제위기의 배경이다. 2월 들어, 미국은 경수로 지원
예산 전액삭감, 이라크/북한 대상 동시 전쟁능력 언급, 미사일 추적함의 북한
인근 배치 등을 행하였고; 북한은 미군에의 선제공격 경고, 전 세계 미국 목표
물 타격 경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하였다. 3월, 미국은 폭격기 24대의 괌 배
치 발표, 스텔스 전폭기 한국파견, 대북정찰비행 재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은 미국 정찰기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위협 비행과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
를 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3. 22)을 보며 미국의 대북 공격가능성과 핵무
기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한 북한36)은 핵 억제력 박차 선언(6. 18)을 행하였다.
소강상태(2003. 8 – 2004. 7)가 있었으나 북한의 플로토늄 핵무기 제조 발표
(2004. 9. 28)에 이어 2005년,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1. 18);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 “미국의 대북 적대ㆍ압살정책”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2. 10), 원자로 연료봉 8천대 인출완료 발표(5. 11), 재처리 완료(2005. 7)
등으로 제2차 북핵 국제위기가 진행되었다. 이후,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2005. 9. 13-19)에서의 <9ㆍ19 공동성명>합의로 제2차 북 핵 국제위기는 종료
되었다.
분석 틀에 의한 제2차 북핵 국제위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국제위기
의 촉매사건은 북한의 핵 개발 지속에 따른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한 안보를, 미국은 NPT체제유지와 미국안보를 위한 북 핵개발 저
지를 추구하였다. 미국에는 ‘맞대응’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북한; 테러국과의 대
화는 불가하다37)는 미국은 갈등지향을 택하였다. 9ㆍ11 테러를 경험한 미국의
35) 2003년 1-4월의 북미 갈등행태는 이유림ㆍ김용호, “국가간 갈등에 있어 공격-방어 균형의
변화와 인식에 대한 고찰,” 뺷한국정치학회보뺸 제38권, 1호(2004), pp.255-273의 자료를
활용.
36) 뺷로동신문뺸, 2003. 4. 19.
37) 조화성, “북한의 전략문화와 핵 협상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 뺷국제정치논총뺸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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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이미지38)는 악화되어 있었다.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이라크 공격을 목
도한 북한은 미국의 북한 공격가능성을 인식하였다.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미국은 선제공격39) 등 대북 강경책을 제도화시켰다.

(4) 6자회담과 실패 (2003. 8-2008. 12)
제2차 북핵 국제위기가 소강상태이던 시기, 북미는 제1차 6자회담(2003. 8.
27-29), 제2차 6자회담(2004. 2. 25-28), 제3차 6자회담(2004. 6. 23-26)을
통해 화해 가능성을 살폈다.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2005. 9. 13-19)에서
북미는 <9ㆍ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내용은 (1)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
램 포기 및 NPT와 IAEA안전조치에 복귀, (2) 미국은 대북공격 의사 없음 재확
인, (3) 북미는 관계정상화 조치, (4) 한국은 200만 Kw 전력 대북제공 재확인
등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포동-2 발사(2006. 7. 5)와 제1차 핵실험(2006. 10.
9)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 채택(2006. 10. 14) 등으로 9ㆍ19 공동성
명은 작동되지 않았다.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2007. 2. 8-2. 13)은 <2ㆍ13
합의>를 탄생시켰다. 내용은 (1) 외교관계를 위한 북미 양자대화 개시; (2) 북한
의 핵 시설폐쇄 및 불능화와 핵사찰 수용; (3) 미국의 중유 100만톤 지원 등이
다. 그러나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2007. 9. 27-30)에서 북한은 핵시설 불
능화와 정확한 신고 시한(2007. 12. 31)을 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6자회
담 재개를 위한 2008년의 시도 역시 실패하였다. 북한은 플로토늄 재처리 재개
(9월), 핵 검증용 시료채취 거부(11. 21), 대화 불참선언(12월)을 하였고; 미국은
중유지원 중단을 발표(12. 12)하였다.
6자회담의 진행과 실패에 대한 분석 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북미 간 관계
정상화가 거론되었던 6자회담은 미국의 대북 정체성 인정을 의미한다. 6자 회
5호(2009), p.162.
38) 9ㆍ11 테러는 미국에게 안보위협 인식과 새로운 안보정책을 제공하였다. 손용우, 앞의 글,
pp.274-275. 미국의 새로운 안보정책은 이라크 전쟁을 목도한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을
고조시켰다. 이유림ㆍ김용호, 앞의 글, pp.266, 268.
39) 2002년 <핵 태세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 대상 7개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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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 감소, 북미 관계정상화, 전력 확보 이익을;
미국은 NPT 체제유지와 미국/동맹국 안보 이익확보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6자
회담은 북한의 약속 불이행과 미국의 대북지원 중단으로 실패하였다. 핵 억제력
확보가 제도화된 의지였던 북한은 미국이 ‘테러국’을 빙자하여 ‘침략전쟁’을 꾀
하는 존재로 보았다40). NPT체제유지가 제도화된 의지였던 미국은 6자회담이
실패하자 중유지원 중단의 갈등지향 정책을 택하였다.

(5) 제3차 북핵 국제위기 (2006. 7-2006. 12)
6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6년 여름, 미국의 ‘용감한 수호자 훈련’ (6.
19-24), 북한의 대포동-2 발사(7. 5), 미국의 ‘선제공격’에는 ‘핵공격’이라는
북한의 위협, 미국의 6자회담 강조, 유엔의 <결의안 1695> 채택(7. 15)이 진행
되며 북미는 새로운 국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2006. 10. 9)을 하였다. 미국의 적대적 압력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포하였다41). 미국은 북한
에 유입되는 모든 군사물자의 전면차단을 국제사회에 요구하였고,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안 1718>을 채택하였다(10. 14). 유엔제재에 북한은 ‘선전포고’라고
반발하였다(10. 17). 제3차 북핵 국제위기의 발생이다. 이후, 국제위기가 고조
되자 북한은 북미 양측의 양보를 제안42)하였고,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2006. 10. 31).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재개(2006. 12. 18) 이후 제3차 북핵
국제위기는 종료되었다.
제3차 북핵 국제위기를 분석 틀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제
1차 핵 실험이 제3차 북미 국제위기의 촉매사건이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안보’를43); 미국은 미국/동맹국 안보와 NPT 유지를 추구하였다. 북한

40)
41)
42)
43)

뺷로동신문뺸, 2007. 5. 3.
뺷조선중앙통신뺸, 2006. 10. 10.
NBC News, 20 October 2006.
뺷조선중앙통신뺸, 200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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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적인 대미 인식은 북한의 핵실험에 기여하였다. 북한의 최초 핵 실험을
접한 미국은 군사적 압박 대신 유엔제재를 통한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유엔제
제를 ‘선전포고’라고 주장하여 온 북한은 미국의 ‘용감한 수호자 훈련’과 유엔제
재 <결의안 1695>를 미국의 ‘선전포고’로 인식하여 핵 실험을 실시하였다44).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미복귀와 미사일 발사를 근거로 북한의 ‘핵 개발 포기의
사 없음’을 인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으로부터 북한의 ‘자주
권’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모든 수단을 다할 것45)으로 의지를 제도화시켰고;
북한의 핵실험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였던 미국은 강화된 유엔제재를
선택하였다 .

(6) 제4차 북핵 국제위기 (2009. 4–2009. 11)
2009년, 북한은 미국 여기자 2명 억류(3월); 장거리 미사일(은하-2/ 광명성
-2) 시험발사(4. 5); 6자회담 합의 무효와 핵시설 복구방침 발표(4. 14); IAEA
요원 추방(4. 16); 폐연료봉 재처리 개시 발표(4. 25)를 행하였다. 제4차 국제위
기의 배경이었다. 북한은 5월, 제2차 핵실험 (5. 25), 미사일 발사, 휴전협정 무
효선언(5. 27)을 하였다. 한국군/주한미군은 워치콘 3을 2로 상향시켰다(5.
28). 이후, 한미 전함들의 북한해협 근접시 공격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5.
29); 미국 F-22 제트 전투기의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 도착(5. 30); 북한의
ICBM 동창리 이동배치(6. 2); 한국의 윤양하함 서해 배치; 유엔의 <결의안
1874>46) 채택(6. 12)이 진행되며 제4차 북미 국제위기가 진행되었다. 북한은
미국주도의 유엔제재는 ‘선전포고’이므로 우라늄 농축과 플로토늄의 무기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47) 그러나 8월의 클린턴 방북과 여기자 2명 미국귀환(8. 4);
북미 양자회담 조건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발표(10. 6); 미국 특사 보즈워

44)
45)
46)
47)

북한
북한
주요
BBC

외무성, “N Korea statement on nuclear test,” BBC News, 3 October 2006.
외무성, 앞의 글.
내용은 대북 무기금수 대상의 확대와 무기관련 금융거래의 전면차단.
News, 12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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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방북(11. 11) 등으로 4차 국제위기는 종료되었다.
분석 틀에 근거한 제4차 북핵 국제위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4차 북핵 국
제위기의 촉매사건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었다. ‘핵보유국’ 달성을 통한 핵
억제력 확보48)가 북한의 추구이익이었고, 미국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비핵
화를 추구하였다. 적대적인 미국과의 대화에는 실익이 없다는 북한의 판단49)이
제2차 핵실험의 갈등지향 정책을 가져왔다. 미국은 갈등지향 정책 대신 6자회
담이 적절하다고 판단50)하였다. 오바마 정권 100일의 대북정책 관찰 결과 미국
의 적대정책은 불변이라는 북한의 주장51)은 북한의 부정적 대미인식이 변화 없
었음을 말한다. 제도화된 의지로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를; 미국은 대북특사 파
견 등 ‘새로운 대화’를 택하였다.

(7) 제5차 북핵 국제위기 (2012. 4-2013. 7)
2012년, 북한의 광명성-3 발사(4. 13);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중단; 북한의 신
형 원자로 신축 발언(5. 4);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5. 30)등이 진행되었
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 발사(2012. 12. 12) 이후, 2013년에는 유엔 대
북제재 <결의안 2087>(1. 22); 북한의 미 태평양 군사시설 공격 위협(1. 24);
북한의 제3차 핵실험(2. 12); B-52 참여의 한미 ‘독수리 훈련’ 시작(3. 1)과 ‘북
침 핵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비난(3. 2);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결의안
2094>52)(3. 7); 북한의 대미 핵 선제공격 위협(3. 7)과 휴전협정 무효선언(3.
13); 미국의 B-52 한반도 재발진(3. 26); 북한의 남북한 군사 핫라인 폐쇄
(3.27); 미국의 핵무기 탑재 B-2 스텔스 폭격기 발진(3. 28); 북한의 미사일 부
대 전시명령(3. 29); 개성공단 폐쇄(3. 30);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및 신형
원자로 구축 선언(4. 2), 대미 핵전쟁 위협(4. 3), 신형 미사일 동해안 이동배치,
48)
49)
50)
51)
52)

뺷조선중앙통신뺸, 2009. 5. 25.
뺷조선중앙통신뺸, 2009. 5. 24.
New York Times, 27 May 2009.
New York Times, 25 May 2009.
UN 회원국 모두 대북 무기수출 금지, 금융통제, 의심되는 화물선 조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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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미군기지 타격위협(4. 4), 주한 외교관 및 외국인들의 한국 철수 요구(4.
5 & 9), 미국/동맹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위협(4. 11) 등으로 제5차 북미위기가
진행되었다. 이후, 북한의 북미대화 의견 표명(4. 18); 한국의 남북대화 의욕 표명
(5. 17); 개성공단 재개관련 북한의 대화요청과 한국의 호응(6. 6); 중국/북한의
6자회담 재개 요청(6. 19) 등이 진행되면서 제5차 북핵 국제위기는 종료되었다.
분석 틀에 근거한 제5차 북핵 국제위기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5차 국제위
기의 촉매사건은 북한의 은하-3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이었다. 미국/유엔제
재를 염두에 둔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핵심이익이었다. 소형화/경량
화된 북한 핵무기의 ICBM 탑재 가능성은 미국/동맹국 안보와 NPT유지에 위협
이었다. 북한과 달리, 미국은 무력시위는 하였으나 극단적 갈등지향 정책은 지
양하였다. 미국의 핵 공격가능성을 인식한 북한은 ‘선 평화협정’을 고집하였
다.53) <2ㆍ29 합의>파기 등 북한의 과거행태를 기억하는 오바마 정부54)는 진
정성이 배제된 북미대화나 대북지원은 불가하다는 ‘전략적 인내’를 제도화된 의
지로 택하였다. 북한의 제도화된 의지는 ‘더욱 강력한 대응’55)과 ‘핵보유국’으
로 요약된다.

(8) 제6차 북핵 국제위기 (2016. 1-2018. 3)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1. 6),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발사(2. 7);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270>56) 채택(3. 2);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3. 7-4. 30); 북
한의 중거리 미사일 화성-10 발사(6. 22) 및 SLBM 북극성-1 발사(8. 24); 한
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Eulchi Freedom Guardian, EFG)훈련(8. 22-9.
2); 북한의 노동-1 미사일 발사(9. 5) 및 제5차 핵 실험 (9. 9);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321> 채택(11. 30)이 진행되었다. 2017년,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53) Andrea Berger, “Viewpoint: Are US-North Korea talks possible?,” http://www.bbc.
com/news/world-asia-22350948(검색일: 2017. 2. 2).
54) New York Times, 16 April 2013.
55) 뺷조선중앙통신뺸, 2013. 2. 12.
56)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군 운송통제, 북한 광물거래 금지 및 차단이 중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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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2 시험발사(2. 12)와 핵보유국으로서 ICBM능력 보유 주장(3. 6)을 하
였다.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통령에 취임(1월)한 트럼프가 미국 단독의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경고(4. 3)하였으나 북한은 미사일 화성-12 발사(4. 5,
15, 28)와 ‘전쟁준비’ 각오(4. 17)로 대응하였다. 6차 북미 국제위기의 배경이다.
6월 이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356>57) 채택(6. 2); 북한의 ICBM 화성
-14 시험 발사(7. 4); 주한미군의 미사일 발사훈련(7. 4); 유엔 안보리의 <결의
안 2371> 채택(8. 5); “화염과 분노”라는 트럼프의 경고(8. 8); 북한의 괌 공격
발언(8. 8); 트럼프의 군사대응 발언(8. 11); 한미연합 EFG훈련(8. 21-31); 북
한의 IRBM 화성-12 발사(8. 29); B_1B 및 F-35의 대북 폭격연습(8. 31); 북한
의 6차 핵 실험(9. 3)과 ICBM 장착가능의 수소폭탄 성공주장; 미국의 ‘압도적
군사 대응’ 경고; 한국의 현무 미사일 훈련(9. 4);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375>
채택(9. 11); 북한의 IRBM 화성-12형 재발사(9. 14); “북한 전멸”의 트럼프 발
언(9. 19); 미국 B-1B의 DMZ 최북단 출격(9. 23); 북한의 ICBM 화성-15 발사
(11. 29);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397>58) 채택(12. 22) 등으로 제6차 북핵 국
제위기가 진행되었다. 전CIA국장 브렌넌(Brennan)은 당시 한반도 전쟁 가능성
을 20-25%로 보았다59). 2018년, 김정은의 남북관계개선 의향 표명(1. 1); 남북
고위급 회담(1. 9); 평창올림픽(2월); 방북(3. 5)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
은 한국 특사단의 미국 방문 (3. 8);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3. 8)
등이 진행되면서 제6차 북미 위기는 종료되었다.
제6차 북핵 국제위기를 분석 틀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ICBM 화성-14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이 제6차 북핵 국제위기의 촉매사건이었
다. 북한은 트럼프의 공격적 언행으로부터; 미국은 단기간(2016. 1~2017. 9)에
걸친 북한의 3회 핵실험과 개량된 ICBM의 지속발사로부터 미국 본토/동맹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인식하였다.60) 북미는 상대방의 갈등지향 행위를 상호 조장하
57)
58)
59)
60)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에 대한 추가제재 포함.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15 발사에 대한 제재.
CBS, 19 October 2017.
BBC News, 5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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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후의 북한의 괌 공격 발언; 한미 EFG 훈련
이후의 북한의 IRBM ‘화성-12’ 발사; 미국의 B_1B 동원 대북 폭격연습이후의
북한의 6차 핵 실험 등은 미국에 영향 받은 북한의 갈등지향 행위이다. 북한의
괌 공격 발언 이후의 미국 군사대응 고려 발언; 6차 핵실험 이후의 미국의 ‘압도
적 군사 대응’ 발언; 북한의 화성-12 발사 이후의 트럼프의 “북한 전멸” 발언
등은 북한의 언행에 근거한 미국의 갈등지향 행위이었다.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의식하며 핵무기를 통한 ‘자위적 조치’를 중시하는 북한은 ICBM능력을 갖춘 핵
보유국을; 과거의 대북대화 정책이 북한의 도발을 키워왔다고 믿는 트럼프는 최
대 압박을 통한 미국/동맹국 보호를 제도화된 의지로 택하였다.

(9) 6ㆍ12 북미 정상회담 (2018. 2-2018. 6)
2018년, 북한은 김영철을 통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북미 대
화’ 희망을 전하였다(2. 25).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문대통령의
특사로 방북(3. 5)하였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트럼프와의
면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
혔다(3. 8). 이후, 폼페오/김정은의 비핵화 및 정상회담 사전조율(3. 25-4. 1);
2차 방북한 폼페오/김정은의 비핵화 추가 논의(5. 9);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5. 24); 폼페오/김영철의 뉴욕 회담(5. 31)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북미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6. 12). 양국은 (1)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2)
한반도의 지속적이고도 항구적인 평화구축 노력; (3)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실
행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그리고 (4)한국전 전
쟁포로 및 전시행불자 유해 송환 등에 합의하였다.
6ㆍ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북미관
계’는 북한/미국 모두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할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 문
제를 미국과 양자회담으로 다루면서 ‘핵보유국’ 위치를 얻게 되었다61). 합의를
61) Washington Post, 8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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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북한은 안보, 경제제재 해제, 외교적 위치 상승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및 한반도 비핵화, 미국 안보,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의 이익확보를 기대
하였다.

3. 가설 검증과 북미 핵 장기갈등
가. 가설 검증
(1) 촉매사건
1차 위기는 북한의 핵 개발과 NPT 탈퇴 선언; 2차 위기는 북한의 핵개발 지
속과 미국의 강경대응; 3-6차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제네바 합
의 실패는 미국의 경수로 공사 지체; 6자회담 실패는 북한의 플로토늄 재처리
재개가 촉매사건이었다. 6번의 북미 국제위기와 2번의 화해실패를 통해 북미
핵 장기갈등은 북한/미국의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핵
관련 ‘촉매 사건’이 촉발시킨다는 가설 1의 타당도는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2) 국제위기
북한은 1-3차 위기에서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안보와 자주권 수호를; 4-6차
위기에서 핵 억제력을 통한 안보를 추구하였다. 미국은 1-6차 위기에서 NPT체
제 유지, 미국/동맹국 수호를 추구하였으며; 특히 핵실험으로 촉발된 4차 위기
이후는 비핵화를, 북한의 핵탄두 개량과 ICBM 능력이 급증하는 5-6차 위기에서
는 미국의 안보수호 의지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북한/미국 모두 핵과 관련한 상
대방의 행동으로부터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국가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가 강할수록 국제위기가 발생한다는 가설 2의 타당도는 ‘매우 높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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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해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은 정체성 위협 감소, 북미수교 가능성,
에너지와 안보 담보를; 미국은 NPT체제 유지와 미국/동맹국 안보를 기대하였
다.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위치, 미국의 군사위협 감소, 경
제제재 해제;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등의 이익이 가능해보였다.
요컨대 북한/미국 모두 (1)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 감
소와 (2) 화해를 통한 국가이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면 화해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가설 3의 타당도는 ‘매우 높음’이다.

(4) 화해 실패
제네바 합의 실패에는 북한의 정체성, 안보, 경제 위협을 증대시킨 미국의 경
수로 사업 지체, ‘악의 축’ 발언, 중유공급 중지 등이; 6자회담 실패에는 NPT체
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포기 선언(2007년 하순)과 플로토늄 재처
리 및 핵 능력 제고 선언(2008년 하순)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로써 북한/미국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상대방의 국가이익 그리고/혹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위협
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할수록 화해 실패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가설 4
의 타당도는 ‘매우 높음’이다.

(5) 부정적 인식
1차 위기에서, 북한의 대미 인식은 한미군사훈련과 IAEA로; 미국의 대북 이
미지는 북한의 핵 개발로 악화되었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은 경수로 건설지
연을 미국의 고의적 합의파기로;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인정을 북한의 ‘핵
개발 포기의사 없음’으로 확신하였다. 2차 위기에서, 미국은 북한의 NPT탈퇴
선언으로 북한의 테러 가능성 인식이 강화되었고; ‘악의 축’ 발언을 기억하는 북
한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대미 인식이 악화되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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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미국은 ‘범죄정권’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숨기지 않았으며; 북한은
미국을 테러를 빙자하여 ‘침략전쟁’을 꽤하는 존재로 보았다62). 3차 위기에서,
미국의 ‘영웅적 수호자’ 훈련과 유엔제재는 북한의 대미 인식을 악화시켰으며;
북한의 6자회담 미복귀와 핵 실험은 미국에게 북한의 ‘핵 포기의사 없음’을 확
신시켰다.
4차 위기에서, 미국의 대북인식 악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북한은 오바
마 정부조차 적대적이라고 확신하였다. 5차 위기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유엔 결
의안은 북한의 대미 인식을; 북한의 핵탄두 경량화와 ICBM 개발 등은 미국의
대북인식을 악화시켰다. 6차 위기에서, 미국의 지속적 압박과 경고를 통해 북한
은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고; 단기간에 걸친 3회의 핵실험과
ICBM의 지속적 발사를 통해 미국은 북한을 ‘완전파괴’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요약하면, 4차 위기에서의 미국의 대북 이미지 악화 ‘영향 없음’을 제외하고는,
6회의 북미 국제위기와 2회의 화해 실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북한/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과거로부터의 누적된 갈등과정으로 인하여 강화된다
는 가설 5의 타당도는 ‘높음’으로 평가된다.

(6) 적대적 의지의 제도화
1차 위기에서, 악화된 북한의 대미인식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의지를; 악
화된 대북인식의 미국은 NPT 유지를 위한 무력불사 의지를 초래하였다.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의 경수로공사 지연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지 재개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인은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을 가져왔다. 2차 위기에서,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이라크 공격은 북한의 핵 개발의지를; 북한의 핵 개발 의지 표
명은 미국의 대북 핵 타격 고려를 가져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미신고와 6자
회담 불참은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과 6자회담 실패를 가져왔다. 3차 위기에서,
북한은 자주권 수호를 위해 미국에 대항하는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을; 북한의
62) 뺷로동신문뺸, 200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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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핵실험을 목도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를 제도화하였다. 4
차 위기에서, 미국의 적대적 정책 불변을 인지한 북한은 핵 억제력 의지를 강화
하였으나 미국은 대화를 제도화된 의지로 삼았다.
5차 위기에서,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핵보유국으로서의 ‘더욱 강력한 대
응’을; 대화에 실패한 미국은 2010년 이후, ‘선 핵개발 포기, 후 대화’의 ‘전략적
인내’를 제도화하였다. 6차 위기에서, 과거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트럼프
는 ‘대북 최대압박’을; 미국의 강경 정책에 북한은 지속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을 통한 핵 억제력 확보를 제도화하였다. 6회의 국제위기와 2회의 화해 실패에
서, 북한은 대미 인식 악화에 따른 적대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켰다. 미국
의 경우, 3-5차 위기에서는 대북 의지가 반드시 강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2차 및 6차 위기에서는 대북인식 악화에 비례한 적대적 의지강화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미국의 부정적 인식 심화는 상대방을 겨냥한 핵 관련 적대적 의지
의 제도화를 강화한다는 가설 6의 타당도는 북한의 경우는 ‘매우 높음’이나 미
국의 경우는 ‘약간 높음’으로 평가된다.

(7) 갈등지향 정책
갈등지향 정책으로 1차 위기에서, 북한은 NPT 탈퇴,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폭
파 고려를; 제네바 합의실패에서, 미국 공화당은 대북화해 불인정, 북한은 핵
프로그램 재개발을; 2차 위기에서, 북한은 ‘맞대응’을, 미국은 대북대화 불가
를; 6자회담에서, 북한은 약속 불이행을, 미국은 중유지원 중단을; 3차 위기에
서, 북한은 최초의 핵 실험을, 미국은 유엔제재를; 4차 위기에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미국은 유엔대북제재 강화를 택하였다. 5차 위기에서, 북한은 3차 핵
실험을 선택하였으나 오바마 정부는 극단적 갈등지향 정책을 선택하지는 않았
다. 6차 위기에서, 북한은 지속적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미국은 ‘압도적
군사대응’의 갈등지향 정책을 택하였다.
북한은 1-6차 북미 위기와 2회의 화해실패의 모든 사례에서 갈등지향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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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선택하였다. 미국은 1-2차 국제위기, 6차위기, 2회의 화해 실패에
서 갈등지향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3-5차 위기에서는 군사작전보다는 유엔제재
강화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 제재를 ‘선전포고’로 인식하여 왔기에
유엔제재 또한 갈등 지향 정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 국제위기/화
해실패는 갈등 지향적 정책결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 7의 타당도는
‘높음’으로 평가된다.

나. 북미 핵 장기갈등의 개념, 구조, 종료 가능성
(1) 개념
가설 검증을 통하여 북미 핵 장기갈등은 6회의 ‘국제위기’와 2회의 ‘화해실패’
를 겪었으며, 원인은 장기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촉매사건’임을 확인하였다.
‘촉매사건’은 북한 그리고/혹은 미국이 상대방의 국가이익 혹은 정체성을 위협
하는 행위였다[가설 1]. ‘국제위기’는 상대방의 행위로부터 자신들의 국익 그리
고/혹은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북한/미국 모두의 의지 충돌에서 발생63)하였
다[가설 2]. ‘화해실패’는 상대방의 정체성 그리고/혹은 이익에 대한 위협감소
의지에서 발생64)하였다[가설 4]. 위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북미 핵 장기갈등
의 개념을 ‘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촉매사건’으로부터 자신들의 국가이익 그리
고/혹은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북한/미국의 의지충돌 결과로서 25년 넘게 ‘국
제위기’와 ‘화해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구조
가설 검증에서 북미 핵 장기갈등은 (1) 과거로부터의 갈등 누적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악화시켜왔음을65)[가설 5]; (2) 부정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63) 분석된 모든 국제위기 사례에서 ‘촉매사건’은 북한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64) 미국에 의한 촉매사건으로 제네바 합의가; 북한에 의한 촉매사건으로 6자회담이 실패하였다.
65) 4차 위기에서의 미국 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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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항상 그리고 미국은 대체적으로--적대적 의지의 제도화를 강화시켰
음을[가설 6]; 그리고 (3)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화된 적대적 의
지’의 결합이--북한에게는 항상 그리고 미국에게는 대체적으로-- ‘갈등 지향
적 정책’을 선택하게 하였음을66)[가설 7]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북미
핵 장기갈등의 구조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적대적 의지의 제도화, 그리
고 갈등 지향적 정책결정과정임을 알 수 있다.

(3) 종료 가능성
북미 간의 3회의 화해시도에 대한 가설 검증으로 우리는 (1)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 위협 감소와 (2) 상대방이 추구하는 이익을 제공할 경우 화해가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가설 3]. 우리는 위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북미 모두 합의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북미 핵 장기갈등의 종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 정책 제언
가. 북미 핵 장기갈등 개념에 근거한 정책제언
먼저, 정책결정자들은 북미 핵 장기갈등이 ‘국제위기’와 ‘화해실패’가 빈발하
는 갈등임을; 오판에 의한 ‘심각한 무력충돌(전쟁 포함)’ 가능성이 높은 갈등임
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 정책결정자들은 ‘화해시도’에 진지해야 한다. ‘화해실패’는 미래에 ‘새
로운 갈등’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정치 홍보용 ‘화해시도’를 극히 경

66) 미국 또한 1-2차 ‘국제위기’와 2번의 ‘화해실패’사례에서는 갈등지향 정책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하는 3-5차 위기부터는 ‘갈등지향적 정책’의
강도를 약화시켜 군사 작전보다는 유엔 제재를 강화하는 경향이 높았다. 6차 위기에서는
심각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미국 또한 군사적 방안을 포함하여 강도 높은
갈등지향 정책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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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어서, 정책결정자들은 북미 핵 장기갈등이 하나의 ‘과정’임을 유념해야 한
다. 때문에 ‘촉매 사건’, ‘국제위기’, ‘화해시도’, ‘화해실패’ 등에 대한 대응은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한 ‘맞대응’이나 tit-for-tat전략은 갈등의 악
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북미 핵 장기갈등’은 ‘남북한 장기갈등’67)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반도에는 상기 2종류의 장기갈등이 연동되어 진행하므
로 그 복잡성과 해결의 어려움은 다른 장기갈등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이다.

나. 북미 핵 장기갈등 구조에 근거한 정책 제언
먼저, 정책결정자들은 북미 핵 장기갈등이 부정적 인식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
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갈등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부정적 인
식이 개입되지 않도록 비판과 대안검토가 가능한 합리적 정책결정구조를 유지
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대응전략에는 심리적, 역사, 군사적 요소 등
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장기갈등은 ‘심리적’ 요소가 개입되어 ‘역사적
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재 역할을 하는 한국은 북미간의
상호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다음, 상대방을 향한 적대적 ‘제도화된 의지’는 상호 동시적으로 해체해야 한
다. 북미 핵 장기갈등은 ‘핵무기 개발’의 북한 의지와 ‘개발 불가’의 미국 의지의
대립이다 (Brecher 2016: 128). 때문에 적을 염두에 두고 쌍방이 25년 넘게 강화
시켜온 ‘제도화된 의지’를 ‘상대방 먼저’로 요구하는 것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국들은 ‘촉매사건’유발을 자제해야 한다. 장기갈등에서 ‘촉
매사건’은 ‘국제위기’와 ‘화해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이
후, 북한에 의한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유예와 한미연합훈련 유예 및 축소는
적절한 조치이다.
67) 장경룡. “장기갈등의 남북한, 1994-2014,” 뺷한국동북아논총뺸, 제21권, 제4호(2016),
pp.135-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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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미 핵 장기갈등 종료 가능성에 근거한 정책 제언
우선, 앞에서 주장하였듯이 북미 장기갈등의 종료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제
네바 합의 및 6자회담과 같이 6ㆍ12 북미합의 실패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실패
방지를 위해, 북미는 먼저 상대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고 상대방의
이익을 충족/확대시키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ICBM 개발중지 및
CVID를 이행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 안보를 추구하기 때문
이다. 미국은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등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은 생존
에의 확신을 원하기 때문이다.
다음, 미국주도의 대북제재와 한국주도의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 6차 위기
가 고조되던 2017년 후반,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자 북한은
한국을 통하여 ‘비핵화’의지를 표명하였다. 대북제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
다. 반면, 한국은(미국과 함께) 북한의 이익창출을 위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끝으로, 북미 핵 장기갈등의 종료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은 10년 이상 지속
되어야 한다. 장기갈등은 특성상 수 년 내의 갈등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유관국들 간의 화해적 상호작용만이 상
대방의 국가이익, 정체성, 믿음, 기대를 변환시켜 진정한 의미의 ‘장기갈등 종
료 ‘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68).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 핵 장기갈등의 개념규정과 북미 상호작용의 인과관계
설명이었다. 연구는 분석틀에 근거하여 1993-2018에 발생하였던 6회의 북미
‘국제위기’, 2회의 화해 실패, 그리고 6ㆍ12 북미 합의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1) 6회의 ‘국제위기’는 모두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68) 장경룡, “장기갈등의 구성주의적 종료,” Oughtopia, 제24권, 제2호(Winter 2009), pp.12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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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위, 제네바 ‘합의실패’는 미국의 행위, 6자회담 실패는 북한의 행위가
촉매사건이었음을; (2) 모든 ‘국제위기’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은
미국/동맹국 안보와 NPT체제유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3) 3회의 ‘화해시
도’에서 북한은 정체성 위협 감소와 다양한 국익 추구의 가능성을, 미국은 NPT
체제 유지 및 미국/동맹국의 안보확보 가능성을 기대하였음을; (4) ‘제네바 합
의’ 실패와 ‘6자회담’ 실패는 상대방의 국익 그리고/혹은 정체성에 대한 미국 과
북한의 위협 증가로 유발되었음을; (5) 북한/미국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과의 과거 갈등으로부터 악화되었음을; (6) 6회의 ‘국
제위기’와 2회의 ‘화해실패’ 중 북한은 대미 인식의 악화에 근거한 적대적 ‘의지
의 제도화’ 증대를, 미국은, 3-5차 위기를 볼 때, 대북 인식의 악화에 따라 제도
화된 의지를 반드시 강화하지는 않았으나, 1-2차 및 6차 위기에서는 대북 인식
의 악화에 비례하여 적대적 의지를 강화하였음을; (7) 1-6차 ‘국제위기’와 2회
의 ‘화해실패’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갈등지향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미국 또
한 1-2차 국제위기와 2회의 화해 실패에서는 ‘갈등지향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3-5차 위기에서는 군사작전보다는 유엔제재 강화를 선호하였음을, 그리고 미
국/북한 모두 6차 국제위기에서는 갈등 지향적 정책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논문은 위의 내용을 근거로 북미 핵 장기갈등의 개념, 구조, 종료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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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North Korea Nuclear Long-Term Conflict,
1993.3-2018.6

Chang Keung Ryong (Kwangju Women’s University)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not only on long-term conflict (e.g.,
protracted conflict theory, enduring rivalry theory, strategic rivalry theory)
bu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iterature suffers from neglect of
the explanation of the US/North Korea nuclear conflict based on long-term
conflict theory.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and explain the US/North
Korea nuclear long-term conflict. The core question is: what creates,
prolongs, and terminates the US/North Korea nuclear conflict. This study
presents the argument that precipitating causes threatening both national
interest and identity are sources of the US/North Korea conflict; that
decision-makers’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enemies, institutionalized
commitments of the US/North Korea against each other, and conflict-oriented
strategies prolongs the US/North Korea conflict; that repeated international
crises and rare accommodation successes are behavioral patterns in the
US/North Korea long-term conflict; and that diminished threat to national
identity and increased complementary interests would terminate the US/North
Korea nuclear long-term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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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오수대 (중앙대학교)

1. 서 론
2.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
3.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 비교
4.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5. 결 론

본 연구는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 추적 및 북ㆍ중 국경관리제
도와 중국 주변국 국경관리제도의 비교를 통해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특
징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중 국경관리제도는 김일성 시기에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
로 제도의 확립과 발전이 있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한중수교와 대규모 탈
북 등으로 인해 국경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김정은 시기에
는 국경관리제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
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는 정기적인 국경 연합검사,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통행질서 관리 등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
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변
국들은 하천을 지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자의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
고 관리하며,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경
관리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으며, 국경 관리를 위한 협조체
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ㆍ중 국경관리제도는 양측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장기간 적용되어 온 ‘공동관리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도 적용을 고려
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 국경관리제도, 공동관리 모델, 북ㆍ중 국경, 남북한 접경

1. 서 론
북한과 중국은 1950년대 초부터 국경 하천 관리, 통행 관리 등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부터 협정 또는 의정서를 체결하여 협력해 왔으며, 1962년 ｢국경
조약｣1) 과 1964년 ｢국경에 관한 의정서｣2)가 체결된 이후에는 조약과 의정서를
근거로 국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9년 국경 관
리에 관한 내용을 망라한 것으로 보이는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협정｣3)을 체결
하고 약 2년 주기로 ｢북ㆍ중 국경연합위원회｣(中朝邊界聯合委員會)를 개최하여
국경 관리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정의 내용과 연합위원회에서의 논
의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4) 또한, 그동안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연
구도 많지 않았다. 이는 국내의 경우 북ㆍ중 국경조약이 비밀조약이었기 때문에
자료 입수가 쉽지 않았고, 중국에서는 연구 주제로 삼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으
* 이 논문은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边界条约”이다. 1962년 10월 12일 평
양에서 북한 김일성과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가 서명하였으며 5개 조로 되어 있다. 제1조는
백두산 천지 구간의 국경선 획정과 천지에서 압록강 및 두만강이 발원하는 지점까지의 육지
구간에 대한 국경선을 획정하는 내용이다. 제2조는 국경하천에 있는 섬과 사주(沙洲)를 어느
쪽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조는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와
하천의 소유,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다. 제4조는 조약을 체결한 후 양국이 국경연합위
원회를 구성하여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경을 답사하고 경계 표지석을 세우며 국경하천 내의
섬과 모래섬의 귀속을 확정하는 등 조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제5조는
조약의 효력 발생에 관한 것이다.(뺷中朝ㆍ中苏ㆍ中蒙 有关条约ㆍ协定ㆍ议定书汇编뺸，吉林
省革命委员会 外事办公室 编印, 1974년 6월, pp.5-10).
2)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中朝边界的议定书”이다.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북한 외무상 박성철과 중국 외교부장 천이(陈毅)가 서명하였
다. 북ㆍ중 국경조약 제4조에 따라 구성된 북ㆍ중 국경연합위원회가 국경 지역에 대한 실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결한 것으로 21개 조로 되어 있다.(뺷中朝ㆍ中苏ㆍ中蒙 有关条约ㆍ协
定ㆍ议定书汇编뺸，1974년 6월, pp.16-42).
3)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界管理制度的协定”이
다. 2012년 5월 10일 체결한 ｢만포-集安 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부록에 “2009년 10월 4일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협정>”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4)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6년 10월 25일 “중ㆍ조 국경연합위원회는 2009년 중ㆍ조 국경관
리제도의 집행기구가 되었으며, 중ㆍ조 국경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상과 해결을 담당하고 있고,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국경연합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개하였다. 중ㆍ조 국경연합위원회는 2016년 10월 평양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2018년 11월 베이징에서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수석대표는 중국 외교
부 부부장과 북한 외무성 부상이다.(https://www.baidu.com/, 검색일: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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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북ㆍ중 국경조약과 국경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이 국내에 처음 알려
진 것은 2000년도이다.5)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조
만간 실현될지도 모를 남북한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
요하지만, 미래 통일 한반도의 중국 대륙과의 국경 관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관리제도 분석을 통해 북ㆍ중 간 국경관리방식
의 특징과 향후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국경관리제도를 시기별, 내용
별로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둘째,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와 중국과 주변국이 체
결한 국경관리제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이는 북ㆍ중 국경
관리제도가 일반적인지 또는 북한과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제도인지를 살
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주로 중국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 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먼저,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은 북한과 중국이 국경 관리를 위해 체결
한 협정과 의정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
제도 비교를 위해 중국의 동북, 북부, 서북,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로 러시
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을 선정한 후 중국이 이들 국가와 체결한 국경관
리제도협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뺷중국 국경업무조약집뺸6),뺷중조ㆍ중소ㆍ중몽 유
관조약ㆍ협정ㆍ의정서 편뺸7),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8) 등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입수한 협정, 의정서, 회의기록 등 중문 자료이다. 북한 자료는 2014년 제정된
5) 이종석,뺷북한-중국 국경 : 역사와 현장뺸(서울: 세종연구소, 2017), pp.20-21.
6) 中国 外交部 条约法律司에서 2004년 발간한 뺷中华人民共和国边界事务条约集: 中朝券뺸과
中国 外交部 边界与海洋事务司에서 2013년 발간한뺷中华人民共和国边界事务条约集
(2004-2012年): 上,中,下뺸등 2종의 국경업무조약집이다.
7) 吉林省 革命委员会 外事办公室에서 1974년 6월 발간한뺷中朝ㆍ中苏ㆍ中蒙 有关条约ㆍ协定
ㆍ议定书 汇编뺸이다.
8)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yjh_674906/

38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19권 4호(통권76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
합무역장관리법｣을 참고하였다.

2.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
북ㆍ중 국경관리제도는 1950년대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962년 국경조
약 체결을 계기로 보다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장에서
는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경조약｣과 ｢국경에 관한 의정서｣를 활용하여 국경
획정 내용을 개관한 후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을 시기별과 내용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 획정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백두산의 육지 구간과 압록강 및 두만강의 하천 구간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두산 구간 약 45km, 하천 구간 약 1,289km 등 1,334km
이다.9) 북ㆍ중 국경 획정에 관한 내용은 ｢북ㆍ중 국경조약｣제1조에 나와 있다.
국경조약 제 1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항은 백두산 천지의 국경선 획
정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천지에서 압록강이 시작되는 지점, 제3항은 압록강
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 제4항은 천지 동쪽에서 두만강이 시작되는
지점, 제5항은 두만강 시작 지점에서 두만강 하류의 북ㆍ중ㆍ러 국경이 교차되
는 지점까지를 각각 서술하고 있다.

(1) 백두산 구간
백두산 구간은 압록강의 발원지에서 시작하여 천지를 지나 두만강 발원지까

9) 이종석,뺷북한-중국 : 역사와 현장뺸(서울: 세종연구소, 2017),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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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총 45.0928km이다.10) 이를 백두산 천지 구간, 천지에서
압록강 발원지, 천지에서 두만강 발원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백두산 천지 구간

자료 : 구글 어스 지도와 국경조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먼저, 백두산 천지 구간은 “백두산 천지를 에워싸고 있는 산등성마루 서남단
2520m고지와 2664m고지 사이 안부(鞍部)의 대략적인 중심점에서 시작하여 천
지를 가로질러 맞은편 산등성마루 2628m고지와 2680m 고지 사이 안부의 대략
적인 중심점까지 동북쪽으로 곧게 선을 그어 그 서북 부분은 중국에 속하고 동
남 부분은 북한에 속한다”(국경조약 1조 1항). 여기서 2520m고지와 2664m고지
사이는 백두산 서파(西坡)가 있는 곳이고, 맞은편의 2628m고지와 2680m고지
10) 1964년 3월 20일 체결된 ｢국경에 관한 의정서｣제7조는 압록강의 시작점에서 천지까지는
8,313.4m, 천지 구간은 5,305.6m, 천지에서 두만강 시작점까지는 31,473.8m이며, 이를
모두 합하면 45,092.8m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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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는 백두산 북파(北坡)와 가까운 곳이다. 천지 구간의 국경선 길이는 약
45km이다. 천지 구간을 이런 방식으로 나눈 결과, 천지 면적의 54.5%는 북한
에 속하고 45.5%가 중국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11)
백두산 천지에서 압록강 발원지까지는 “2520m고지와 2664m고지 사이 안부
의 중심점에서 시작하여 그 산등성 마루를 끼고 동남 방향을 따라 산등성마루
최남단의 한 지점에 이르며, 그 뒤 산등성마루를 떠나 직선으로 동남 방향으로
가다 2467m고지를 지나 2071m 고지에 이르러, 동쪽 압록강 상류와 이 고지에
서 가장 가까운 작은 지류상의 한 지점에 이른다. 이 국경선은 위 작은 지류의
물 흐름의 중심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위 작은 지류가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 이른다”(국경조약 1조 2항) 라고 되어 있다. 이곳이 압록강의 발원지이며
천지까지는 약 8.3km이다.
백두산 천지에서 두만강 발원지까지는 “2628m고지와 2680m고지 안부의 중
심점에서 시작하여 동쪽을 향해 직선으로 2114m고지에 이르고, 다시 직선으로
1992m고지에 이르며, 또다시 직선으로 두만강 상류의 지류인 홍토수(红土水)
와 북면의 한 지류가 만나는 합수머리에 이른다. 이로부터 국경선은 홍토수 물
흐름 중심선을 따라 내려가 홍토수와 약류하(弱流河)가 만나는 합수머리에 이른
다”(국경조약 1조 4항) 라고 되어 있다. 즉, 홍토수와 약류하가 만나는 지점이
두만강의 발원지이며 이곳에서 천지까지는 약 31.4km이다.

(2) 압록강ㆍ두만강 구간
압록강 구간의 국경선은 “(백두산 천지 인근에 있는) 2071m고지 동쪽의 압록
강 상류와 그 고지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지류가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곳에서
시작하여 압록강 하구까지의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압록강 하구는 북한의 소다
사도 최남단에서 시작하여 신도 북단을 거쳐 중국 다둥거우(大東溝) 이남의 돌
출부 최남단까지 이어지는 직선으로 압록강과 황해의 분계선으로 한다”(국경조
11) 이종석,뺷북한-중국 국경 : 역사와 현장뺸(서울: 세종연구소, 2017),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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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 3항) 라고 되어 있다. 즉, 압록강 구간의 국경선은 백두산 천지에서 약
8.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압록강이 서해와 만나는 하구까지이다.

[그림 2] 압록강 하구

자료 : 구글 어스 지도와 국경조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두만강 구간의 국경선은 “홍토수와 약류하가 만나는 합수머리에서 시작하여
북ㆍ중 국경 동쪽 끝 마지막 지점까지를 두만강의 경계로 한다”(국경조약 1조
5항). 즉, 두만강 구간의 백두산 천지(북파 근처)에서 약 31.4km 떨어진 지점에
서 시작하여 두만강 하류에 있는 북ㆍ중ㆍ러 3국의 국경선이 교차하는 지점12)
까지이다.
12) 북ㆍ중ㆍ러 3국의 국경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두만강 국경수역 경계선 설정에 대한 북ㆍ중
ㆍ러 3국 간 국경수역 경계선 획정 협정｣(1998.11.3. 체결) 제1조 제1~2항에 “두만강 하류에
서 북ㆍ중 국경선이 끝나고 북ㆍ러 국경선이 시작되는 지점은 북ㆍ중ㆍ러 3개국의 국경수역
경계선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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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섬과 사주에 대해서는 “국경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미 한쪽의 공민(주민)이 살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섬과 사주(沙洲)는 그 나
라의 영토가 되며, 다시 고쳐 바꾸지 않는다”(국경조약 2조 1항) 라고 함에 따라
당시 압록강의 하중도(河中島)에 많이 정착해 있던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전체 유인도 12개(압록강 10개, 두만강 2개) 가운데 두만강에 있는 펑
톈다오(奉天島)를 제외한 11개가 북한에 귀속되었다. 그리고 유인도가 아닌 경
우에는 거리를 기준으로 귀속을 결정하고 거리가 비슷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귀속을 결정하도록 하였다.(국경조약 2조 2항).

나. 국경관리제도의 시기별 변화과정
북한과 중국이 수립된 이후 국경관리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국
경 관리를 위해 체결한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을 활용하여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 김정은 시기로 나누어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분석한다. 이는 동서 냉전
기간이었던 김일성 시기, 한중수교에 이어 대규모 탈북이 발생한 김정일 시기,
대북제재 등으로 북ㆍ중 관계가 악화된 김정은 시기 등 각각 다른 국경 관리환
경이 국경관리제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분석에 활용할 자료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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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ㆍ중 국경 관리에 관한 협정, 의정서 등
구분

문서명(체결 연도)
양국 변경주민들의 국경통행세칙(1951, 1955)

내무성-공안부 등

압록강ㆍ두만강 목재 운송 의정서(1953, 1956, 1961)

정부 대표

압록강ㆍ두만강 水文 업무 협력 협정(1957)

중앙기상대-수리부

국경 하천 운항 협조 협정(1960)

정부 대표

김일성 국경조약(1962) 및 국경에 관한 의정서(1964)
시기

체결 주체(북-중)

국경 하천 공동이용관리 협력 협정(1964)

국가 및 정부 대표
정부 대표

국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1964) 사회안전성-공안부
압록강ㆍ두만강 水文업무 협력 협정(1978)

기상수문국-수리전력부

국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1986) 보위부-공안부
압록강ㆍ두만강 水文 업무 협력 협정(1990)

기상수문국-수리부

국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1998) 보위부-공안부
김정일 국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2001)
시기

정부 대표

국경 경비분야에서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2004)

인민무력부-국방부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서 수정보충 의정서(2011)

총참모부 대표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통과지점관리법(2014)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무역장관리법(2014)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 : 중국 및 북한 문건을 종합하여 작성

(1) 김일성 시기
김일성 시기는 1950년대 초 6.25 전쟁 기간과 1990년대 초 한중수교 직후 기
간을 제외하면 국경 관리가 대체로 안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년
대는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 당시 북한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6.25 전쟁 기
간 중국의 북한 지원으로 인해 관계가 좋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을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도에 국경통행세칙을
마련하는 등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김일성 시기의 국경관리제도를 국
경조약 체결 이전, 국경조약 체결 직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로 나누어 변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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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경조약 체결 이전 시기의 국경관리제도이다.
북한과 중국이 수립13)된 1940년대 말부터 국경조약이 체결된 1962년까지의 국
경관리제도는 국경 관리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표 1>을 보
면, 국경조약 체결 이전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제도는 국경 통행, 목재 운송, 水
文14) 업무, 하천 운항 등으로 쟁점이 적고 협조가 불가피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국경 통행 분야는 북한과 중국이 국경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협조하기 시작
한 분야이다. 1951년 12월 30일 중국 동북인민정부 외사국장과 駐中 북한대사
관 동북 주재 전권 대표 간에 ｢중ㆍ조 양국 변경주민들의 국경통행세칙｣이 합의
되었다.15) 이는 6.25 전쟁 중 북한에서 중국으로 월경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국경 통행질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목재 운송에
관해서는 1953년 4월 30일 처음 의정서가 체결되었다.16) 이때는 전쟁 기간이지
만 전선이 38선 부근에 고착되어 북ㆍ중 국경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천 정보를 다루는 ｢水文 업무 협력 협정｣17)은 1957년
12월 31일 처음 체결되었다. 이때는 전후 복구가 진행중이던 시기로 국경 하천
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경
하천에서의 ｢운항 협조 협정｣18)이 체결된 것은 1960년 5월 23일이다. 이때는
아직 국경조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압록강과 두만강에서의 선박 항행이 점
차 증가함에 따라 항해 질서 확립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13) 북한의 정권 수립일은 1948년 9월 9일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은 1949년 10월 1일이다.
14) 水文은 자연계에서 물(水)의 변화, 운동 등의 각종 현상을 기리킨다.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19.6.13.).
15) 이 때 합의된 세칙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1955년 6월 채택된 ｢중국 공안부 대표와 북한
내무성 대표 간 양국 변경지역의 몇 가지 사무를 처리함에 관한 연석회의 기록｣의 부록인
｢중조 양국 변경지역 주민 국경통행세칙｣제12항에 동 세칙의 존재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16) 목재 운송 의정서는 1956년 1월 14일 다시 체결되었으며, 1961년 11월 24일에는 1956년
목재 운송 의정서에 대한 보충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의정서의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
府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在鸭绿江和图们江中运送木材议定书”이다.
17)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水利部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中央气象台关于水文工作合作
协定”이다.
18)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国境河流航运合作的协
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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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경조약 체결 직후의 국경관리제도 변화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2년 국경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국경지역 답사결과를 바
탕으로 1964년 국경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국경 획정 문제를 마무리한
후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였다. 1964년 5월 5일 ｢국경 하천의 공
동이용 및 관리 협조 협정｣19)을 체결하였고, 1964년 6월 9일에는 ｢국경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20)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1965년 9월 15일
부터 9월 26일까지 북한의 안전 총대표와 중국 공안 총대표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서의 집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21)
셋째,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국경관리제도 변화이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관리제도는 196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변화되
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 동안은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진행되면서
국경 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국경관리제도의 정비도 중단되었다. 북ㆍ중 사이에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협의가 재개된 것은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한 1978년 이후이다. 1978년 6월 30일 북ㆍ중은 1957년 체결
한 ｢수문 업무 협력 협정｣을 약 21년 만에 개정하였다. 그리고 1986년 8월 12일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부 사이에 ｢국경지역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협력 의정
서｣가 다시 체결되었다.22) 이는 1964년 의정서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1980년대 초 접경지역의 친척 방문 등 인적교류가 재개되면서 국경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共同利用和管理中朝界
河的互助合作协定”이다.
20)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社会安全省关于在边境地区维护
国家安全和社会秩序的工作中相互合作的议定书”이다. 吉林省革命委员会 外事办公室,뺷中
朝, 中苏, 中蒙 有关条约, 协定, 议定书汇编뺸，1974, pp.106-116.
21) 회의기록은 문서로 채택되었으며, 문서의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中朝边境地区公安总代
表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朝中边境地区安全总代表关于在边境地区维护国家安全和社会秩
序的工作中相互合作的会议记录”이다.뺷条约, 协定, 议定书汇编뺸, 1974, pp.117-155.
22) 이규창 외,뺷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뺸(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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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일 시기
김정일 시기의 국경 관리환경은 김일성 시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1992년 8
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함에 따라 북한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와 감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 주
민의 대규모 탈북사태는 국경의 통제와 관리를 불안정하게 하였다.23) 이러한 환
경 변화에 따라 북한은 국경경비대의 소속을 공안기관인 국가보위부에서 군(軍)
으로 변경하고 국경관리제도를 개정하는 등 국경 관리 강화조치를 하게 된다.
1998년 7월 8일 북한과 중국은 ｢국경지역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24)를
다시 체결하였다. 이는 1986년 체결한 의정서의 내용을 일부 바꾼 것으로 12년
만의 개정이다. 또한, 2001년 11월 24일에는 ｢국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25)을 체결하고 국경통과지점 15개를 지정하였다. 이는 1965년 북한
과 중국의 안전ㆍ공안 총대표 회의에서 국경통과지점 14개를 지정한 뒤 36년
만에 다시 지정한 것이다. 이 때는 북한이 1990년대의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
고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경통과지점을 다시 지정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2003년 9월 중국은 국경 경비 임무를 공안부에서 군(軍)으로 이관하였으
며26), 2004년 6월 28일 중국 국방부와 북한 인민무력부 사이에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27)가 채택되었다. 이는 중국의 국경 경비업무가 공안부에서 군(軍)
으로 이관된 뒤 약 9개월 만에 채택된 것으로 중국의 국경 경비체제가 변경되면
서 양측 군(軍) 사이에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으
23) 윤휘탁, “중국과 북한의 국경 관리실태 :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뺷중국사연구뺸, 제110
집, 2017, p.179.
24)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yjh_674906/(검색일: 2019.6.5.)
25)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
的协定”이다.
26) 2003년 9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월부터 북ㆍ중 변경지구의 보호를 무장경찰을 대신하
여 인민해방군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무장경찰은 변경검사 업무와 변경지구의 치안임무 등
을 계속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마다 다른 국경경비 업무를 통일하고 邊界관리
체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요지의 브리핑을 하였다.(뺷新快报뺸, 2003.9.16.).
27)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防委员会 人民武裝力量部 边
防合作协议”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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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는 2004년 6월 체결된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서｣를 수정 보충하는 내용의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이처럼 2003년 이후에
는 북한과 중국 모두 국경 경비업무를 軍에서 담당하고 국경 통행 등 기타 국경
안전업무는 공안기관이 담당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3) 김정은 시기
김정은 시기의 국경 관리환경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ㆍ중 국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도 북한과의 국경 관리 강화에 나
서는 등 김정일 시기와는 다른 상황이 된다.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2012년 이후에는 북한과 중국이 국경 관리를 위해
합의한 의정서나 협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ㆍ중
관계가 악화되어 국경 관리를 위해 상호 협조할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북한은 주민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경비 및 감시를 강화하
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평북 신의주, 자강도 만포, 함경북도
온성, 함경북도 나선 등 4곳에 왕복 4차선의 국경 대교를 신설하는 등 국경지역
의 경제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경지역에서의 통행과 교역을 뒷받침하기 위
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대표적인 제도 보완 사례는 ｢국경통과지점관리법｣과 ｢
종합무역장관리법｣을 제정한 것이다.
｢국경통과지점관리법｣은 2014년 6월 27일 제정되었으며, 국경통과지점의 설
정, 건설, 관리운영,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사와 검역, 국경통과지점 관리사업
에 대한 지도통제 등 6개 장 52개 조로 되어 있다. ｢종합무역장 관리법｣은 6개
월 뒤인 2014년 12월 24일 “종합무역장의 관리와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
히 세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으며, 종
합무역장을 “국경교두를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의 인도 인수와 검사, 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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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를 종합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법 제2조)
라고 규정하였다. 이 법은 종합무역장의 건설, 관리, 운영 및 종합무역장의 관
리운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5개 장 3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
이 2001년 중국과 체결한 ｢국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합의
하여 체결한 국경관리제도가 점차 현실과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2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시기별 변화과정은 <표 2>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시기별 변화과정
구분

국경관리제도의 변화 내용

김일성 시기

․ 동서 냉전이 진행되던 시기로 국경 통제 및 관리가 안정적
․ 국경관리제도의 확립과 발전

김정일 시기

․ 대규모 탈북사태 등으로 국경의 통제와 관리가 불안정
․ 국경관리 체제와 제도의 변화

김정은 시기

․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국경 관리환경이 악화
․ 기존의 국경관리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제도와 현실의 괴리 발생

다. 국경관리제도의 내용별 변화과정
앞 절에서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한 문서를
내용별로 재분류하면 <표 3>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내
용별 변화과정을 국경선 및 하천 관리와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로 나누어 분석
하기로 한다.

28) 김정은 시기에도 2009년 체결한 ｢북ㆍ중 국경관리제도협정｣을 근거로 2016년 10월과 2018
년 11월 ‘북ㆍ중 국경연합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을 감안할 때 양측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
고 국경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협조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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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북⋅중 국경관리제도 관련 문서의 내용별 분류
구분

문서명(체결 연도)
국경조약 및 국경에 관한 의정서(1962, 1964)

국경선
및
하천 관리

목재 운송 의정서(1953, 1956, 1961) 및 운항 협조 협정(1960)
압록강ㆍ두만강 水文 업무 협력 협정(1957, 1978, 1990)
국경 하천 공동이용관리 협력 협정(1964)
양국 변경주민들의 국경통행세칙(1951, 1955)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

국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1964, 1986, 1998)
국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2001)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서 및 수정보충 의정서(2004, 2011)

자료 : 중국 및 북한 문건을 종합하여 작성

(1) 국경선 및 하천 관리
1) 국경선 사후 관리
북한과 중국은 1964년 ｢국경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백두산 천지 근
처에서 두만강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는 구간의 국경선을 명확히 하고 쉽게 분
별하기 위하여 너비 4~8m의 임업 구간 통시도(林間通視道)를 만들고 6년에 한
번씩 정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백두산 구간은 3년마다, 국경 하천 구간은 5년
마다 연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의정서 7조, 16조, 18조).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1972년부터 1975년까지 국경 하천 연합검사를 실시
한 후 1975년 11월 6일 ｢제1차 국경 연합검사 의정서｣29)를 체결하였다. 이때
귀속이 확정된 도서와 사주는 북한 310개, 중국 243개 등 총 553개로 국경조약
체결 직후의 451개(북한 264개, 중국 187개)에 비해 102개가 증가하였다. 2차
연합검사는 1975년 이후 약 15년이 지난 1990년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2차
검사에서는 북한의 평안북도와 중국의 랴오닝성이 관할하는 압록강 하류에 추
29)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中朝边界第一次联合检
查的议定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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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생긴 하중도의 귀속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30)
3차 연합검사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이 2009년
10월 4일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북ㆍ중
국경선에 설치되어 있는 국경표지석의 설치 연도가 모두 2009년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09년 이전 3차 연합검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
럼 3차 국경검사가 늦어진 것은 1990년대 초 한중수교로 인해 북ㆍ중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2009년 이후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국경지역의 긴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가적인 하천 연합검사는 쉽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경선 사후 관리는 1964년 체결된 국경에 관한 의정서에서 1975년
체결된 1차 국경 연합검사 의정서까지 약 11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
에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975년의 의정서는 1964년 체결된 국경에
관한 의정서에 근거하여 국경 실태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의정서로 체결한 것
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의 수정이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국경 하천 관리
국경 하천 관리는 운항 관리, 정보 관리, 공동 이용 및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하천 운항 관리제도는 뗏목의 운송과 선박 운항에 관한 것으로 1950년
대 중반에 형성되었다. 북한과 중국은 1953년 4월 30일 압록강과 두만강에서의
｢류벌 작업에 관한 의정서(流筏作業議定書)｣를 체결한 데 이어, 1956년 1월 14
일에는 ｢목재 운송에 관한 의정서(運送木材議定書)｣를 체결하고 목재를 뗏목으
로 편성하여 하천을 통해 하류로 운반하는 데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 24일 ｢목재 운송에 관한 의정서｣의 보충 의정서가 추가로 체결되어
일방이 의정서의 폐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5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30) 이종석,뺷북한-중국 국경 : 역사와 현장뺸(서울: 세종연구소, 2017),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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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선박의 운항 관리 제도는 1960년 5월 23일 체결된 ｢국경 하천 운항 협
조 협정｣의 부록인 ｢국경 하천 선박 항행규칙｣이 대표적이다. 이 항행규칙은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 항행에 따른 신호 및 항행 표식과 운항방
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목재 운송과 선박 항행에 대한 협정이나 의정
서는 국경조약 체결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볼 때 목재 운송과 선박
항행 제도는 초기에 확립된 제도가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하천 정보 관리는 1957년 말 ｢수문 업무 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수문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교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수문
업무 협력 협정은 1978년과 1990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체결하였으며,
1990년 일방이 협정 만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폐기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이 체결된 후 추가적인
협정의 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하천 정보 관리제도도 1990년 이후 추가 수정
없이 기존의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하천의 공동 이용 및 관리이다. 1962년 체결된 ｢국경조약｣은 국경 하천
을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 조약을 근거로 1964년 5월 5일 ｢국
경 하천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 협정｣31)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에
따라 ｢국경 하천 이용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평안북도 신의주와 랴오닝성
단둥에는 양측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국경 하천 이용 공동위원회｣는 북
한과 중국이 각각 임명한 수석대표 1명과 대표 4명으로 구성되어 국경 하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기구이며, 연락사무소는 공동위원회 수석대표 간
에 제기되는 연락, 통보 등을 담당하는 실무기구이다.
31) 이 협정은 서두에 협정 체결의 취지를 “양국 국경하천의 공동 이용 관리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친선 협조를 강화하며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 만
료 1년 전에 일방에서 협정의 폐기를 서면으로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0년씩 연장된
다(제8조)고 되어 있고, 이 협정과 유사한 협정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현재도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본 협정의 내용이 2009년 체결된 ｢국경관리제도협정｣에 흡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경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국경 하천의 공동 소유, 관리, 이용 원칙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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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목재 운송과 선박 항행 제도는 1961년 체결된 협
정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협정이나 의정서의 체결이 확인되지 않으며, 하천의
공동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도 1964년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의 개정이나 대체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천 정보를 다루는 ｢水文 업무
협력 협정｣은 1957년에 처음 체결된 후 1990년까지 개정이 이어졌다. 이로 볼
때 국경 하천 관리는 하천 정보 관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기에 확립된 제도
가 큰 변화 없이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ㆍ중 국경선과 하천 관리제도는 하천 정보 관리
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경 안전ㆍ질서 관리는 1951년 ｢국경통행세칙｣에서 시작하여 2011년의
｢국경 경비분야 수정보충 의정서｣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제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안전ㆍ질서 관리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해 <표 3>에 있는 협정과
의정서를 활용하여 국경 경비, 불법 월경 및 범죄 관리, 국경 통행 관리, 국경
관리 협력체제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1) 국경 경비
북한과 중국은 1950년대 초부터 국경 관리를 위해 많은 협정과 의정서를 체
결하였지만 국경조약 체결 이전에는 국경 경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는 당
시 양측의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혈맹관계의
영향으로 국경 경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경 경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64년 공안기관 간에
체결된 ｢국경지역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쌍방
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공동경비구역으로 하며, 경비 임무의 편의를 위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일방의 영토에 가까운 지역의 경비임무는 그 일방에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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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다. 쌍방은 경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상대방에 통
보하여야 한다.” 등 국경 하천 구간의 공동 경비 및 정보 교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이용한다는 국경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1986년 체결된 의정서에는 “쌍방의 당(黨) 및
국가지도자가 탑승한 전용열차가 국경다리를 통과할 때에는 국경다리 주변 수
역에 대한 경비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1998년 의정서에는 “국
경지역과 국경지역 시설물들의 안전정형과 자료를 제 때에 통보한다”고 하여 정
보의 신속한 공유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까지의 국경 경비제도는 1964
년 의정서 체결 때 확립된 제도가 기본적인 골격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의정
서 내용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가 보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9월 중국의 국경 경비업무가 공안부에서 인민해방군으로 이관되고
2004년 6월 북한 인민무력부와 중국 국방부 사이에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
서｣가 체결된 후에는 국경 경비업무 협조가 군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2004년도에 체결한 합의서는 “공동수역에서 폭발물과 유독성 물질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국경선 500m 범위 이내에서 총으로 사냥을 하거나 총소리를 내는 것
을 금지하고, 국경지역대표부와 면담상봉 장소를 마주 설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004년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보충하는 의정서를
체결하여 북한 국경경비총국과 중국 선양 군구(軍區) 지휘관이 2년에 한 번씩
만나 국경 경비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과 중국의 국경 경비는 1990년대까지는
1960년대에 확립된 제도가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공
안기관이 주도하는 형태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국경경비 임무가 군(軍)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경 경비는 군(軍)이 담당하고 공안기관은 국경지역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등 경비체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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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월경 및 범죄 관리
불법 월경 및 범죄 관리는 1955년 채택된 ｢변경지역의 몇 가지 사무를 처리함
에 관한 연석회의 기록｣과 1964년, 1986년, 1998년 체결된 ｢국경지역 국가안전
과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 1965년 안전ㆍ공안 총대표의 회의 및 2004년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등 국경 관리를 위한 협정이나 의정서에 빠짐없이 등장한
다. 먼저, 불법 월경자 관리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55년의 연석회의 기록에는 월경자가 월경 후 범죄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상
대측에 인계하고,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월경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
며, 월경자를 상대측에 인계할 때는 규정된 통행지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발지점이 통행지점과 멀 경우에는 현지 출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월경자 처리 기준과 추방절차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만
해도 불법 월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4년 체결된 의정서에는 불법 월경의 개념에 대해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
지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통행지점 혹은 검사기관을 통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
하였고, 1965년 안전ㆍ공안 총대표 회의에서는 불법 월경자를 ① 합법적인 증
명서 없이 월경한 자 ② 증명서는 소지하였더라도 지정된 통행지점과 통행검사
기관을 거치지 않은 자 ③ 타인의 증명서를 이용한 자 ④ 위조, 변조 혹은 실효
된 증명서를 이용한 자 ⑤ 국경통행증을 이용하여 비국경지역으로 입경한 자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이는 1950년대 말 중국의 대기근 등에 따라 북한으로
불법 월경하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월경자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2004년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서｣에는 “쌍방은 비법 월경자를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말며 월경자가 국경경비인원 또는 기타 공민의 생명안전에 직
접 위협을 주지 않는다면 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월경자에게 무기
를 사용할 때에는 예고를 하고 경고사격을 먼저 해야 한다.” 등 월경자를 신중하
게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탈북민 인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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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32)
다음은 국경지역의 범죄자 처리를 위한 제도의 변화과정이다.
1955년 공안기관 연석회의 기록에는 “범죄자 인수인계는 범죄 장소를 기준으
로 관할권을 정하며, 범죄자가 상대방 지역으로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체포를 의
뢰할 수 있으며 직접 들어가 체포할 수는 없다.” 등 주로 범죄자 처리절차가 규
정되어 있다.
그러나 1964년, 1986년, 1998년 체결된 ｢국경지역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에는 범인의 조사 및 체포 공조와 함께 범죄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수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 위험 인물이 상대측 지역
으로 이주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넘겨야 한다. ② 자국을 거쳐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는 제3국인 가운에 상대측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자료를 상호 통보한다. ③ 상대방 국경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치는 정보자
료를 취득했을 경우 상호 통보한다. ④ 무기 혹은 폭약 등 위험 물품을 소지하고
상대방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세 정황을 통보한다.
이처럼 범죄 관리제도는 초기에는 단순한 절차문제를 다루다가 점차 조사와
수사의 공조 및 범죄정보 공유로 발전하였다. 이는 국경 지역에서 북한인에 의
한 강력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국경 통행 관리
국경 통행관리제도는 1955년 체결된 ｢변경지역 주민 국경통행세칙｣, 1964년,
1986년, 1998년 체결된 ｢국경지역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 1965년
｢안전ㆍ공안 총대표 회의기록｣, 2001년 체결된 ｢국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
에 관한 협정｣등을 활용하여 통행 절차, 통행증, 통행지점으로 나누어 분석한
다.
첫째, 국경지역 거주자의 국경 통행절차이다.
32) 2000년대 초에는 주중 한국공관과 제3국 공관에 탈북민이 진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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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체결된 ｢국경통행세칙｣은 “국경지역 주민은 국경통행증을 소지하고
국경통행검사기관의 통행증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목적지 도착 후 현지 공안기관
에 등록하고, 현지를 떠날 때에는 제적을 받아야 한다.” 등 통행절차를 주로 규
정하였다.
1964년 체결된 의정서에는 국경지역 주민의 국경통행증 외에 국경공무통행
증 제도를 신설하고, 증명서에 지정된 지점을 통해서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1986년 의정서에는 근친이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
문을 허가하고 근친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초청통지서’를 받도록 하는 등 절
차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8년 의정서에는 ｢자동차 국경통행증｣제도가 추가
되는 등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는 가운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된 점이 특징이다.
둘째, 국경통행증제도는 1955년 체결된 ｢국경통행세칙｣에 처음 등장한다. 이
때는 증명서의 명칭이 ｢국경주민 국경통행증｣이고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1964년 의정서에는 ｢변경주민 국경통행증｣외에 유효기간 1년의 ｢공무통행증｣
제도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1998년 의정서에는 북한은 ｢주민국경통행증｣과 ｢공
무국경통행증｣, 중국은 주민용인 ｢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 乙｣과 공무용인 ｢변
경지역 출입경통행증 甲｣으로 나누는 등 국경통행증의 종류가 세분화 되었다.
셋째, 국경통행지점의 변화이다.
1955년의 ｢국경통행세칙｣에는 “쌍방의 국경주민이 국경을 통행하는 통행지
점은 쌍방의 국경 대표가 현지 실정에 따라 협의하여 지정하되 중국 공안부와
북한 내무성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다. 국경통행지점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1965년 9월 북ㆍ중의 안전ㆍ공
안 총대표회의에서였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구간에 각각 7개씩 총 14개의 국
경통과지점을 지정하였다.33) 그리고 약 36년 지난 2001년 11월 24일 ｢국경통과
33) 이 때 지정된 국경통과지점은 신의주-단둥(丹东), 청성-허커우(河口), 연풍리-지안현해관
(集安县海关), 만포읍-지안진(集安镇), 중강읍-린장(临江), 보삼리-팔도구(八道沟), 혜산
읍-창바이진(长白镇), 삼장리-구청리(古城里), 칠성리-난핑(南坪), 회령읍-싼허(三合),
삼봉리-카이산툰(开山屯), 온성-투먼시(图们市), 경원읍-사퉈즈(沙坨子), 원정리-취안허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_ 57

지점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국경통과지점의 개념을 정의34)
하고 국경통과지점 15개를 다시 지정하였다. 이때 지정된 통과지점은 압록강과
두만강 각 7개와 백두산 지역 1개 등 총 15개이다.35) 그러나 1965년 지정된 통
행지점과 2001년 지정된 통행지점은 백두산 지구에 공무용 육상 통로를 추가하
는 등 일부 개정이 있으나 지정된 장소는 대체로 비슷한 위치이다.
이와 같이 국경 통행 관리제도는 초기에 확립된 제도의 골격이 유지되는 가운
데 부분적인 내용의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해 온 것이 특징이다.

4) 국경관리 협력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 안전ㆍ질서 관리 협력채널은 초기에는 공안기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국경 경비 임무를 공안부에서 인민해방군으로 이관한 후
국경 경비는 군이 담당하고 안전업무는 공안기관이 담당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공안기관의 협력채널은 안전ㆍ공안 대표이며, 1955년 6월 북한 내무성과 중
국 공안부 대표의 연석회의에서 ‘변방 대표’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당
시에는 변방 총대표 1명, 부총대표 3~5명, 대표 약간명을 두기로 하였다. 1964
년 체결된 의정서에는 ‘안전 대표’와 ‘공안 대표’로 변경되었으며, 1986년 의정
서에는 북한 보위부 부부장과 중국 공안부 부부장을 대표로 하는 안전ㆍ공안 수
석대표가 추가되었다. 각급 단위에서 운용 중인 안전 및 공안 대표는 <표 4>와
같다.

(圈河) 등 14개이다.
34) 국경통과지점은 “북ㆍ중 국경 양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 도로, 정거장, 강하천의 항구
를 통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쌍방 또는 제3국의 사람들과 운수 기재, 화물 및 기타 물품들에
대한 국경 통행 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 상품검사 등의 수속에 이용되는
특정한 지역”이며, 종류는 국제여객화물수송 통과지점, 쌍방여객화물수송 통과지점, 공무
통로 및 임시통과지점으로 나누었다.
35) 이때 지정된 국경통과지점은 신의주시-단둥시, 신의주항-단둥 단즈(丹紙) 부두, 삭주군 방
산리-콴뎬현 타이핑완(太平灣), 위원군-지안시 라오후샤오(老虎哨), 만포시-지안시, 중강
시-린장시, 혜산시-창바이현, 대홍단군 삼장리-허룽시 구청리, 무산군-허룽시 난핑촌,
회령시-룽징시 싼허진, 온성군 삼봉리-룽징시 카이산툰, 온성군 남양구-투먼시, 새별군
(현 경원군)-훈춘시 사퉈즈, 나선시 원정리-훈춘시 취안허촌, 삼지연군 쌍두봉-안투현 쌍
무펑(공무인원 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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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한과 중국의 안전ㆍ공안 대표
구분

북한

중국

중앙

안전 수석대표

보위부 부부장

공안 수석대표

공안부 부부장

道ㆍ省

안전 총대표

도 보위부장

공안 총대표

성 공안청장

市ㆍ縣ㆍ郡

안전 대표

시ㆍ군 보위부장

공안 대표

시ㆍ현 공안국장

자료 :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군(軍)의 협력 채널은 2004년 6월 북한 인민무력부와 중국 국방부가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합의서 제3조에는 “쌍방
은 국경지역에 국경지역대표부와 면담 상봉장소, 상봉분소를 마주 설치한다”라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은 처음에는 각각 4개씩 대표부를 설치하였
으나 2011년 북한이 나선 국경지역대표부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중국은 4개,
북한은 5개가 되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대표부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북ㆍ중 국경지역 군사대표부 현황
북한(설치 연도)

중국(설치 연도)

평안북도 국경지역대표부(2004)

단둥 국경지역대표부(2004)

자강도 국경지역대표부(2004)

통화 국경지역대표부(2004)

양강도 국경지역대표부(2004)

바이산 국경지역대표부(2004)

함경북도 국경지역대표부(2004)
나선 국경지역대표부(2011)

옌볜 국경지역대표부(2004)

자료 :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서(2004) 및 수정보충 의정서(2011)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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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 비교
가. 비교 기준의 설정
본 장에서는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 내용 비교를 통해 북ㆍ중 국
경 관리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중국의 주변국은 북한을 제외
하고도 13개국36)이나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
서 동북지역 러시아, 북부지역 몽골, 서북지역 카자흐스탄, 남부지역 베트남 등
지역별 대표 국가를 1개씩 선정하여 북한과 이들 국가와의 국경관리제도를 비교
하기로 한다.
북한과 중국은 2009년 국경관리제도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현재 이 협정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내용은 그동안 양측이
국경 관리를 위해 체결한 협정과 의정서의 내용을 주로 활용한다. 앞 장에서 분
석한 바에 의하면,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내용은 국경선 및 하천 관리, 국경
경비, 불법 월경 및 범죄 관리, 국경 통행 관리, 국경 관리 협력체제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4개국은 북한과 비슷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국과 ｢국경관리제도협정｣을 체결하였다.37) 협정의 내용은 4
건 모두 제1장 정의, 제2장 국경선의 획정 및 보호, 제3장 국경 검사, 제4장 변
계수(邊界水), 제5장 활동과 질서유지, 제6장 국경 출입질서, 제7장 경제협력
및 연계제도, 제8장 사건 처리, 제9장 국경 대표, 제10장 집행기구, 제11장 부칙
등 총 11개 장38)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이 서로 비슷하며, 대부분 북ㆍ중 국경
36)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
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다.
37) 체결 시기는 러시아 2006년 11월 9일, 몽골 2010년 6월 1일, 카자흐스탄 2006년 12월 20일,
베트남 2009년 11월 18일이다. 중문명은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俄罗斯联邦政府关于中饿国
界管理制度的协定,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蒙古国政府关于边界管理制度的条约,中华人民共
和国政府和哈萨克斯坦共和国政府关于中哈国界管理制度的协定,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越南
社会主义共和国政府关于中越陆地边界管理制度的协定으로 몽골만 조약 형태이고, 나머지 3
개국은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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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에도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주변 4개국의 국경관리제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① 국경선 사후 관리 ② 국경 하천의 이용 ③ 국경 하천 정보 관리 ④ 국경 안전
관리 ⑤ 국경 통행질서 관리 ⑥ 국경 관리 협력체제 등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나. 항목별 비교 분석
첫째, 국경선 사후 관리의 비교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0년대 초중반 국경을 획정하면서 백두산 구간에는 경계 표
지석 28개를 설치하고, 천지에서 두만강 발원지에 이르는 구간에는 너비 4~8m
의 ‘임간 통시도(林間通視道)’를 만들었다. 그리고 백두산 지구는 3년마다, 국경
하천은 5년마다 양측이 연합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국경
연합검사는 국경 의정서가 체결되고 11년이 지난 1975년에 1차 검사가 있었고
2차 검사는 다시 15년이 지난 1990년에 있었다.
중국의 주변 4개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경선 상에 국경표지석과 함께
15m(국경선 양측 각 7.5m)너비의 ‘임간 통시도’를 설치하였다.39) 그리고 10년
에 한번씩 국경 연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국경관리제
도협정을 체결한 이후의 국경 연합검사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은 국경 표식과 ‘임간 통시도’를 설치하고 중국과 공동으
로 정기 국경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동일하지만, ‘임간 통시도’의 너비가 다르고
국경 검사의 주기가 북한은 3년 내지 5년인 반면에 주변국은 10년으로 2배 가량
길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둘째, 국경 하천의 이용에 관한 제도의 비교이다.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체결한 국경조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를
38) 각 장의 명칭은 4장, 5장, 6장, 7장 만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39)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은 임간 통시도의 너비를 1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너비
는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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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고,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로 하였
기 때문에 국경 하천 구간은 공동 경비가 원칙이고 선박 운항은 물론, 어로 활동
도 경계선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은 국경 하천에서의 선박 항행이나
어로 활동은 국경 수계선(水界線)을 기준으로 자기 측 영역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 하천 이용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은 하
천을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하고, 주변국은 하천을 지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자기측 영역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경 하천 정보 관리제도의 비교이다.
북한과 중국은 국경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1957년부터 ｢水文 업무 협력 협
정｣을 체결하여 각각 수집한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문 정보를 적시에 상호 교환
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였다.
러시아와 몽골도 국경 하천의 유량, 수위, 수질, 결빙상황 등 관련 정보와 국
경 하천 보호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몽골의 경우에는 필요
시 수문ㆍ수질에 대한 연합 감측(監測)을 함으로써 홍수 또는 하천의 결빙으로 조
성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베
트남은 국경관리제도협정에 하천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국경 하천 정보 관리제도는 북한과 주변국의 제도가 대체로 비슷하다.
카자흐스탄과 베트남이 하천 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경 하천 정보의 공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국경 안전 관리제도의 비교이다.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공동경비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국
경선에서 500m 이내의 범위에서는 총으로 사냥을 하거나 총소리를 내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경선에서 월경자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돌려보내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경 경비대원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먼저 경고사격을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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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자를 비인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변 4개국은 국경 공동경비 개념이 없으며 국경선 1km 이내의 범위에서 총
으로 사냥을 하거나 상대방을 향해 사격하는 것을 금하며, 25km 이내의 범위에
서 항공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하도록 하
고 비행기구를 발견한 때에는 상대방과 즉시 공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월경
자는 조사 후 7일 이내에 상대방에 인계해야 하며, 월경자에 대해 불가피한 경
우가 아닌 한 사격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의 안전관리제도는 국경 경비 분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월경자나 범죄자 처리절차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변국에서 북한에는 없는 항공
촬영과 비행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경관리제도 협정을 체결
한 시기가 최소한 2006년 이후로 북한의 국경관리제도에 비해 최근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경우에도 2009년 체결된 국경관리제도협정
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월경자에 대한 인도
적 대우 조항이 북한에는 있고 주변국에는 없는 것은 북한 주민의 탈북 문제가
그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민감한 문제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국경 통행질서 관리제도의 비교이다.
북한과 중국은 여권, 주민국경통행증(중국은 국경지역 출입경통행증 乙), 공
무국경통행증(중국은 국경지역 출입경통행증 甲) 및 쌍방이 합의한 그 밖의 증
명 문건을 소지한 자에 한해 정해진 지점으로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 국경통행증｣이 있어야 하며, 지정된 통행지점으로만 왕래하
고 상대측 지역에서도 지정된 도로와 지역에서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변국들도 여권 외에 변경지역 출입경통행증(베트남), 통행증명서(러시아,
몽골), 증명서(카자흐스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지역에 들어가 규정된 기한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원, 물품, 화물, 교통운수 기재는 반
드시 쌍방이 규정한 지점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주변국이 국경통행질서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북한의 경우 국
경통행증명서가 주민국경통행증과 공무국경통행증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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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통행증 제도가 주변국에 비해 발전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북ㆍ중 국경에서
의 통행 문제가 그만큼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경 관리 협력체제의 비교이다.
북한과 중국은 중앙 단위의 안전ㆍ공안 수석대표, 국경지역의 안전ㆍ공안 총
대표ㆍ부총대표 및 지역별 대표 등 공안기관 간의 협력 채널이 촘촘하게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국경지역의 마주 보는 지점에 군사대표부와 상
봉장소를 설치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주변국의 경우에는 국경의 상응한 지역에 ‘국경 대표’와 ‘국경 부대표’를 임명
하고 상호 통지하며, 국경 대표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경대표 조수, 통역
원, 전문가 및 기타 인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북ㆍ중 국경지역에 있는
[표 6]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 비교 결과
구분
국경
사후 관리

북한과 중국

국경 연합검사는 육지 구간 3년, 국경 연합검사는 10년이 원칙
하천 구간 5년이 원칙
임업 구간 통시도 너비 4m~8m 임업 구간 통시도 너비 15m

하천의 이용 하천의 공동 이용과 공동 관리
및 관리
하천 정보
관리

안전 관리

통행 관리

협력체제

중국과 주변국

국경의 수계선(水界線)을 기준으로

원칙

일방의 영역만 이용ㆍ관리

국경조약 이전에 체결된

러시아와 몽골은 하천 정보 관리

수문(水文)업무 협력 협정에

규정이 존재하지만, 카자흐스탄과

따라 긴밀하게 공조

베트남은 미확인

국경 하천 구간 공동경비 원칙

국경 경비는 각각 담당

월경자에 대한 즉시 인계와

월경자는 7일 내 인계 원칙이며,

비인도적 대우 금지 원칙 명기

인도적 대우 규정 미존재

국경통행증이 주민용, 공무용

주민용 국경통행증 제도만 있고

등으로 세분화

공무용은 미확인

국경통행지점을 협정으로 지정

국경통행지점 지정여부 미확인

공안 및 군사 협력 채널이

공안 협력 채널만 확인되고 군사

별도로 존재

분야는 미확인

공안의 협력 채널이 세분화

공안의 협력 채널이 단순한 편

자료 :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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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표부에 관한 내용은 없다.40)
북한과 주변국의 협력체제를 비교해 보면, 북한과 중국의 협력체제가 주변국
에 비해 채널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ㆍ중 관계가
주변국들에 비해 그만큼 긴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 비교 결과는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가.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경관리제도의 변화과정을 시
기별 및 내용별로 추적하고,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와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
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ㆍ중 국경관리제도는 ① 하천 구간의 공동
이용과 관리 ② 국경 안전과 질서 관리제도 중심의 발전 ③ 국경 안전관리제도
와 현실의 괴리 ④ 긴밀한 국경 관리 협력체제 등 4가지의 주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국경 하천의 공동 이용과 관리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북ㆍ중 국경선의 길이는 1,334km이며 이 가운데 백두산 지구 약 45km를 제
외한 1,289km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천으로 되어 있다. 북한과 중국은 전체
국경선에서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경 하천에 대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경 하천의 공동 이용과 관리 원칙은
1962년 체결된 ｢국경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경조약｣제3조는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는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며, 국경 하천은 두 나라가 공
40) 주변국들이 중국과 체결한 ｢국경관리제도협정｣에 군사대표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고, 국가별로 별도의 협정이나 의정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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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용한다. 항행(航行), 어로, 강물의 사용도 마찬가
지이다” 라고 하여 국경 하천의 공동 이용과 관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조약을 실천하기 위해 1964년 북한 사회안전성과 중국 공안부가 체결
한 ｢국경지역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협력 의정서｣는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경비
구역으로 하고 임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일방에 가까운 지역은 일방이 경비를
책임진다는 공동경비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북한과 중
국의 선박은 하천 내에서는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현
재도 유효하여 우리나라 관광객이 중국의 유람선을 타고 북한 지역 근처까지 바
짝 접근해도 월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국경 하천 자체를 국경선으
로 삼는 것은 하천을 지나는 중앙선이나 수로(水路)의 중앙선을 국경선으로 삼
는 국제관례와는 다른 방식이다. 이에 따라 두만강의 경우 북ㆍ중 국경 구간은
하천 수면의 너비를 국경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두만강 하류의 북한과 러시아
국경 구간은 국제관례에 따라 주수로(主水路)의 중간을 따라 국경선이 설정41)
됨으로써 같은 하천이 구간에 따라 국경선 설정 방식이 상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북ㆍ중의 국경 하천 관리방식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
들의 경우와도 다르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
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베트남은 국경 하천에서 선박의 항행과 어로 활동은
수계선(水界線)을 기준으로 각각에 소속된 영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국경관리제도가 초기의 국경 통행 및 하천 관리 중심에서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제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ㆍ중 국경관리제도가 처음 확립된 것은 국경 통행과 하천 관리 분야였으며,
국경 안전과 질서 관리는 1962년 국경조약이 체결된 이후 제도가 확립되었다.
국경조약 체결 이후 국경 통행과 하천 관리제도는 초기에 확립된 제도가 큰 변
화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국경 안전과 질서 관리제도는 국경관리환경

41) 1985년 4월 17일 체결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의의
국경선에 관한 조약｣ 제1조에는 “소련과 조선 사이의 국경선은 소련, 중국 및 조선 국경의
접점에서 두만강의 주수로의 중간을 따라 하구까지”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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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큰 폭의 변화가 계속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 동서 냉
전의 종식과 한중수교,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등으로 국경관리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북한이 국경경비대의 소속을 군(軍)으로 변경하고 국경관리제도를 개
선하는 등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약 10년 뒤인 2000년대
초에는 중국이 국경경비대의 소속을 공안부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바꾸고 북한
인민무력부와 중국 국방부 간에 ｢국경 경비분야 협조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경관리제도가 군(軍)과 공안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로 개편되었다. 김
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도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징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경관리제도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국경관리제도와 현실 간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
의 국경관리제도는 1950년대 초부터 확립되기 시작하여 50년 이상 경과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국경 통행 관리와 하천의 이용과 관
리 분야는 초기에 확립된 제도의 틀이 부분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그대로 적용되
고 있지만 국경 경비, 월경 및 범죄 관리 등 국경 안전관리 분야는 국경관리환경
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함께 변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 분야의 제도
변화가 김정은 시기 들어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
데 북한이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경비와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중국
도 국경 지역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북ㆍ중 국경 안전관리제
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후에는 국경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변경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경비와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국경관리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분야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다.
북한과 중국은 양측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초기부터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형성되었다. 북한 보위부 부부장과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담
당하는 안전ㆍ공안 수석대표, 국경지역 안전ㆍ공안 총대표 및 부총대표, 그리
고 국경 지역별 안전ㆍ공안 대표가 각각 임명되어 상호 연락 및 협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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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군사분야 협력 채널도 구축되었다.
국경지역의 마주 보는 지점 4~5개소(중국은 4개, 북한은 5개)에 군사대표부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북한 인민무력부와 중국 국방부, 북한 국경경비총국과 중국
선양 군구(軍區), 국경지역대표부 등을 통해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국경관리제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북한 외무성 부상과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을 대표로 하는 ｢국경연합위원회｣(邊界聯合委員會)가 구
성되어 대략 2년에 한번 주기로 평양과 북경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국경 관리에
관한 현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주는 시사점
북ㆍ중 국경관리제도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접하는 지점을 관리하는 제도
라는 점에서 통일 이후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ㆍ중 국경관리제도가 남북한의 접경 관리
에 주는 시사점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
은 1962년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국경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국경 하천의 공동 이용과 관리’ 라는 독특한 모델을 확립하여 40년 이상 적용
해 왔다. 이러한 북ㆍ중의 국경 공동관리모델을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동일민족)와 북ㆍ중관계(우방국가)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ㆍ중의
국경 공동관리모델은 양측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점
에서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ㆍ중 국
경관리제도는 ‘국경 하천의 공동 이용과 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국경 경비, 선박 항행, 어로 활동, 하천 관리 등 대부분의 제도가 ‘공동 관리’
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하는 남북
접경의 성격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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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ㆍ중 국경의 경우 하천 경계가 약 97%를 차지하고 육지 경계는 백두
산 구간의 3%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강 하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육지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 접경과는 공간 구조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남
북 접경은 민족 분단의 경계지점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경관리제도 보다는
북ㆍ중 국경 하천의 공동관리모델에서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남북 접경 관리에
의 적용 가능성 등 남북한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기로 한다.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내용 가운데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할 수 있는 분야는 ① 하천 정보 관리제도 ② 국경통행증 제도 ③ 국경통과지
점 관리제도 ④ 공안기관과 군(軍)의 협력 채널을 들 수 있다.
첫째, 하천 정보 관리제도는 북한과 중국이 국경조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확
립된 제도이며, 북한과 중국이 각각 측정한 각종 수문(水文) 현상에 관한 정보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
하는 남북한의 서부 접경 하천 구간의 관리에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한강 하구가 상호 우호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때
북ㆍ중의 하천 정보 공동관리 모델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경통행증 제도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 거주 주민 또는 공무원에게
국경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주민국경통행증은 국경지
역 시(市), 군(郡), 현(縣)의 주민에게 발급되며, 공무국경통행증은 국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발급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북한의 주민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방문 증명
서’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통행증제도는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적인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공무국경통행증’(중국은 ‘변경지역 출입경
통행증 甲’)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경통과지점 관리제도는 북ㆍ중 국경의 주요 통로에 쌍방이 합의한 통
행지점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2001년도에 압록강과 두만강에 각각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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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백두산 구간에 1개 등 15개를 설치하였으며, 국제여객화물 통과지점42), 쌍
방여객화물 통과지점43), 공무통로 등으로 나뉜다. 백두산 지구에 설치된 것은
공무용 통로이다. 남북한 간의 통행이 활성화 될 경우 접경지역의 주요 통로에
북ㆍ중의 국경통과지점과 유사한 통행지점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안기관 및 군(軍)의 협력 채널은 주로 국경지역에 구축되어 있다. 공
안기관의 협력 채널은 국경지역의 각급 행정 단위별로 대표를 지정하여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이고, 군 협력 채널은 국경지역에 중국은 4개, 북한은
5개를 각각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접촉 및 교류하면서 협력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남북한에는 2018년 9월 14일 개성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유일
한 상시 소통창구이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북ㆍ중 국경과 같이 촘촘한 협력
채널이 필요할 때가 도래할 것이다. 이 경우 북ㆍ중의 공안 및 군사협력 채널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안전 대표와 중국의 공안 대표로 되어 있
는 공안기관의 협력 채널은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 이상 북ㆍ중 국경 관리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 접경의 공안기관 협력 모델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관리제도를 시기별, 내용별 등 두 갈래
로 나누어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관리제도와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를 비교하여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을 도출하고 남북한의 접
경 관리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북ㆍ중 국경관리제도는 김일성 시기에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제
42) 북한과 중국 및 제3국의 여객과 화물이 통과할 수 있는 지점이다.
43) 북한과 중국의 여객과 화물이 통과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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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확립과 발전이 있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한중수교와 대규모 탈북 등 국경
관리환경이 변함에 따라 국경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김정은 시기
에는 양측이 합의한 국경관리제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
경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국경선 사후 관리와 하천 관리, 통행 관리 등은
초기에 확립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부분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
으나 국경 안전관리제도는 2000년대 들어 국경 경비체제가 공안기관 중심에서
군(軍) 중심으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 관리제도는 국경의 획정과 정기적인 연합검사, 국
경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불법 월경 및 범죄 관리, 통행 관리
등 내용이 비슷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
리하는 반면, 중국의 주변국들은 하천을 지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구역
을 이용 및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
하며, 국경관리제도가 초기의 하천 관리 중심에서 안전 및 질서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국경 안전관리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으며, 공안기
관과 군(軍) 등 기관별로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ㆍ중 국경관리제도는 양측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장기간 적용되
어 온 ‘공동관리모델’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접경 관리에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ㆍ중 국경 공동관리모델을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단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단계, 통일이 실질적으로 추진되
는 단계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반도가 통일
되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과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도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
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이 2009년 체결한 ｢국경관리제도협정｣의 내용을 입수
하지 못했으며, 북한과 중국의 국경관리제도를 연구하면서 주로 중국의 1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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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의존하고 북한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북ㆍ
중 국경관리제도협정 등 본 연구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입수될 경우 북ㆍ중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진일보한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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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China Border Management System
Oh Soo Dae (Chung-Ang University)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during Kim
Il-sung’s rule on the basis of friendly relations with China.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was changed due to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he many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there
was no change in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during Kim Jung-un’s rule
there is thought to be a gap between the system and the reality as North
Korea and China both strengthened their border management.
North Korea shares a similar border management system with that of
countries around China in terms of regular united border inspection, use of
rivers and its management, border security management, and traffic order
management. The main difference is that North Korea and China co-operate
the border river while the countries surrounding China manage their own
regions based on their bor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the joint use and management of border river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border security and order management, the gap between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and the reality being created and that the
cooperation system for the border management is well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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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is a “co-management model” that has
developed over a long term, it is considered a useful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the border management between the two Koreas when
inter-Korean relations progress in the future.

Key Words : Border management system, Joint management model,
Border between North and China, Bordering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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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1. 서 론
2. 김정은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세계적 수준을 고려한 체계 변화 추구
3. 북한의 학위 체계와 수여제도
4. 북한의 박사학위 취득 현황
5. 결 론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고등교육 정책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
다. 연구는 북한 정권의 엘리트 정책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
력을 제공한다. 연구는 1962년부터 2018년까지 뺷로동신문뺸, 뺷교육신문뺸에
소개된 학위자 중 소속과 실명이 공개된 고등교육부문 박사급 연구자를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급별 연구자는 전임교원, 전임교원 외
박사급 연구자, 기타로 분류되었다.
김일성 시대 북한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이 민족간부 양성에 있었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등교육체계의 개편에 초점
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두 시대 모두 교육정책이 대내적 차원에만 초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은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
로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북
한의 실정과 세계적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고등교육 학제개편을 통해 요구
되는 인재들을 더 많이, 그리고 잘 키워 내는 것에 있었다. 이에 김정은 시
대 들어 남북한 간 상이하였던 교육제도 및 학위 체계가 유사한 제도와 체
제로 변화되었다.

| 주제어 | 북한 교육 정책, 북한 고등교육, 북한 학위 체계,
북한의 박사학위, 학제 개편

1. 서 론
이 연구는 뺷로동신문뺸 ‘국가학위학직 수여’에 소개된 직급별 연구자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북한 고등교육 정책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북한에
서 고등교육 정책은 고급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김정은 정권 유지의 또 다른 중요 자산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지
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하였다. 현재 북한은 전국적으로 대학
통합 작업을 진행(종합대학화)하였으며, 박사원이 없는 대학들에 박사원을 설
치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 정책 및 박사급 연구
자의 현황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 유지의 중요 자산으로 활용될 엘리트 양성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962년부터 2018년까지 뺷로동신문뺸, 뺷교육신문뺸에 소개된 학위자
중 소속과 실명이 공개된 고등교육부문 박사급 연구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직급별 연구자는 전임교원, 전임교원 외 박사급 연구자, 기타로 분
류된다. 전임교원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직급의 연구자1)를
의미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뺷로동신문뺸과 뺷교육신문뺸 에서 박사급 연구자들
의 실명을 공개해왔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15일 뺷교육신문뺸은 박사 학위 53
명, 석사 학위 1,000명, 4월 19일에는 박사 학위 40명, 석사 학위 800명, 8월
2일에는 박사 학위 56명, 석사 학위 800명에 대한 수여 현황을 밝혔다.2) 참고
로, 박사 학위는 그들의 소속과 이름이 전부 공개되는 것에 반하여 석사 학위는
전체 인원으로만 제시되었다.
북한 고등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과 김정은 시대의 빨라진 교육개혁의 속도는
체계적인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고등교육 정책과 변화에 관한
1) 한국 연구자정보에 공개된 직급별 연구자 수 통계에 의하면, 전임교원은 83,713명으로
15.27%, 박사급 연구자는 113,233명으로 20.65%, 기타 351,272명으로 64.08%이다. 최근
5년간의 연구자수(누적 연구자 수)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39,325명에서 2016년
405,043명, 2017년 463,721명, 2018년 516,066명, 2019년 현재 2019년 06월 기준
551,069명이다. https://www.kri.go.kr/kri2(검색일: 2019. 07. 24).
2) 2018년 북한에서는 총 159명의 교육 부문 박사가 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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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교육 정책과 과학기술 지식 및 관련된 연구로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
예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고등교육정책과 방향성 분석에 김지수(2017), 이춘근
외(2016), 조정아ㆍ이춘근(2008)의 연구가 있으며3),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고등
교육정책 및 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에는 신효숙(2005), 조정아
(2004)의 연구가 있다4). 또한, 직급별 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노경란 외(2016), 이춘근(2002)의 연구5)가 있다. 학위제도를 주목한
연구로는 1990년대 최종고(1993), 한만길ㆍ손계림(1996)이 있다.6) 최종고에
의해 건국 초기 북조선인위원회 결정들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한만길ㆍ손계림
은 북한의 교원 양성제도 및 고등교육에 관한 기획연재를 통해 북한의 학위제도
를 조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정책과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로서 대
학 차원에 한정되어 있거나, 학위제도에 대한 현재의 변화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뺷로동신문뺸 및 뺷교육신문뺸에 나타난 ‘국가학위학직 수여’에 관한
발표와 김정은의 교육정책의 변화를 언급한 2012년 8월과 2014년 9월에 발표
된 노작을 토대로 북한의 학위 체계와 수여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북한의 교육
제도와 학위 체계는 김정은 시대 북한 고등교육의 실제적 변화를 파악하는 요소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뺷로동신문뺸에 나타난 박사급 연구자 배출 현황과 지역별
분포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된다.

3) 김지수, “제7차 로동당 대회를 통해 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뺷통일교육연구뺸,
제14권, 2호(2017 겨울); 이춘근 외,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과제,” 뺷정책연
구뺸, 12호(2016); 조정아ㆍ이춘근, “북한의 고등교육개혁과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뺷북한
연구학회보뺸, 제12권, 1호(2008 봄).
4) 신효숙,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1945~1960),” 뺷현대북한연구뺸, 제8
권, 2호(2005 여름);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책,” 뺷아시아교육연구뺸, 제5권,
2호 (2004 겨울).
5) 노경란 외,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 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뺷한국비블리
아학회지뺸, 제27권, 4호(2016 겨울); 이춘근, “학술지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1990년대 과
학기술 연구 동향,” 뺷현대북한연구뺸, 제5권, 2호 (2002 여름).
6) 최종고, “북한법제사소고,” 뺷서울대학교 法學뺸, 제34권 3ㆍ4호(1993 가을/겨울); 한만길ㆍ
손계림, “북한 대학의 입학, 학사운영, 그리고 학위제도,” 뺷大學敎育뺸, 제80권, (1996 봄).

80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19권 4호(통권76호)

2. 김정은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 세계적 수준을 고려한 체계 변화 추구
북한의 고등교육 정책은 경로 의존적이자 경로 보완적이다. 마호니(James
Mahoney)의 경로 의존성 이론은 초기에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
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7) 그에 의하면, 초기 단계의 대안 중에서 한 가지 대안이
선택된 순간 특정 경로는 지속한다. 이때 경로의 재생산 기제들은 “제도적 패턴
을 잠금(lock-in) 하여 그것을 폐지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경로의 재생산을 아주 효과적”8)이게 만든다. 마호니는 경로 의존성을 사회현상
에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논리적인 단계로 구체화하여 설명 유형을 제
시하였다. 경로 의존성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 번 형성된 인식 틀은
그 틀에 따라 현상을 해석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새로운 제도는 결국 기존
제도의 모습에 제약되어 경로 의존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② 다만, 일부 기존
제도에서의 완전한 속박이 아니라 경로 이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마호니의 경로 의존성 이론에 비추어 북한의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
펴보면, 김일성 시대 북한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이 민족간부의 양적 성장에 있
었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중등교육체계의 개편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두 시대 모두 교육정책이 대내적 차원에만 초점이 두
7) 경로 의존의 개념은 역사적 제도주의를 다룬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정치ㆍ경제ㆍ사회현상
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적 흐름을 일컬어 신제도주의
(new institutionalism)라고 부르고 있다. 흔히 신제도주의라고 할 경우에는 정치학과 사회
학에서의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사회학, 특히 조직이론에서 출발
한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혹은 조직론에서의 제도주의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정치학에서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경제학에서의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그리
고 최근에 등장한 신제도주의 사회학(new institutional sociology) 혹은 제약조건하에서의
선택이론(choice-within-constraints theory)등이 거론된다. 하연섭, 뺷제도분석: 이론과
쟁점뺸 (서울: 다산출판사, 2008), p.3-6.
8) Mahoney, J. “Path Dependence in Ho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Vol.
29, No. 4(2000 August), 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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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는 반면,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은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중요하
게는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이유가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었다.

가. 김일성 시대: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과 주체성 강화
김일성 시대 고등교육정책은 자립적인 기술 간부 양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자
체의 민족간부’를 길러내기 위한 것에 있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은 인민경제
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고상한 과학기술자와 존귀한 민족간부를 다량으로 양
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나선 것에서 비롯되며 이에 ”고등기술
자를 대중적으로 양성”9)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북한에서 고등교육은 “종합기술교육이론의 영향으로 생산 현장에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인력 양성”10)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으로 중
간기술자 수요가 급증하고 교육이 이에 대응하면서 전후 ”전체 대학에서 70%
이상을 공과 및 자연과학 계열에 할당11)하였다. 이는 다음의 김일성의 지적에서
도 잘 나타나는데, 아래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해라도 대학에서 공부를 더 시키면 우리 기사들의 질이 좀더 높아질 것
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는 대학생들을 한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교원들
도 적었지만 대학을 많이 늘였으며 또 양성기간도 한해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장들이 자꾸 일떠서는데 공장을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대학에서 책
만 뒤지고 앉아있을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해제철소 용광로가 조업

9) 김학수, “고등교육사업의 발전에 대하여,” 뺷민주조선뺸, 1948년 10월 5일, 김병운, 뺷북조선
실록 23뺸 (서울: 선인, 2018), p.501에서 재인용.
10) 조정아ㆍ이춘근, 앞의 글, p.211.
11) 1970년대까지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간부 양성에 중점을 두는 방침이 지속되어 고등
교육기관들에서 공과계통과 자연과학계통의 학교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강근
조, 뺷조선교육사 4권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p.105; 리영환, 뺷조선교육사 5권뺸 (평
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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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을 때에는 졸업반학생들을 반년 앞당겨 내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물
론 이렇게 하다보니 우리 대학졸업생들의 수준이 좀 낮아질수 있었습니다. (중
략)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소들은 다 우리가 키운 기술자, 전문가들이 움
직이고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돌리는 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
광로는 김책공업대학 졸업생들이 돌리고 비료공장은 함흥화학공업대학 졸업
생들이 움직이고있습니다.”12)

당시 김일성의 지적은 자립적 기술인재 양성의 양적 성장에 대한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의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에 북한은 1964년 4월 23일
내각 결정 제34호 “고등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통하여 기사, 전
문가의 전공별 수요와 학문 체계상 요구에 맞게 전공학과들을 다시 확충하도록
하였다.13) 특히 김일성은 기술인재 양성에 있어 국내산 원료와 기술에 의존14)
하는 주체과학과 생산현장 지원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고등교육의 주 역량이
기술인재 양성에 돌려짐으로써 북한은 인문과 계통의 학과들에 비하여 자연과
학 및 공과 계통 학과들이 비중이 결정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15) 이러한 교육
제도는 자원을 집중해 단 시일 내에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상교양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상성이 우선시되었다. 특히 김일성은 1970년대 기계 혁명이
잘 집행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과학자들의 사상성, 충실성 부족을 꼽으면서
인재 양성에서 사상교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16) 결국 학자들의 실력보다 충
실성과 사상성이 더 강조되면서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하락하게 되었다.
12)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 2. 23),”
뺷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p.250.
13) 김동규ㆍ김형찬, 뺷북한교육사뺸 (서울: 교육과학사, 2000), p.599.
14) 김일성은 “공업원료의 60-70%를 국내산으로 충당”하며 1970년대 석유위기를 자립경제 육
성 정책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이춘근 외, 앞의 글, p.15.
15) 강근조, 앞의 책, pp.171-174; 리영환, 앞의 책.
16)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71. 11. 18, 23),” 뺷김일
성 저작집 26권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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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정일 시대: 대학교육과 영재교육 체계 정비
김정일 시대17) 고등교육정책은 영재교육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20~30대 박사를 육성하는 것에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 교육현장에는 과학과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
키며, 현대 과학기술발전 성과들을 파악,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 있는 과
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필요로 하였다. 북한은 일찍이 중공업 중심의 경제체제
를 추진하면서 기술 수준과 효율이 기본적으로 낮았다. 여기에 대규모 공장 중
상당수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남은 것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질적 수준 제고밖에 없었다. 이에 과학기술과 교육의 중
요성이 부상한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와 영재교육의
도입은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자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
시키며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에 의거하지 않고는 국내 경제의 지속발전과 국제경쟁에서의 승리를 도모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김정일은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18)를 통해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이룩하는 것을 세계적 추세로,
사회주의 건설의 절실한 요구로 제시하였다. 이 서한을 전후로 김정일 시대 교
육의 방향은 영재교육 중심의 중등교육체계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19) 더욱
이 1984년 9월 평양 제1중학교 설립에서 시작된 영재교육의 확대는 1984년 김
정일의 연설20)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일은 연설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7) 본 연구에서 김정일 시대는 1980년대 노동당 6차 대회를 통해 후계체제가 확립된 이후를
의미한다.
18)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1984. 7. 22),” 뺷김일성 선집 8권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19) 엄현숙, “북한의 교수방법 연구: 1960-2015,”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p.82.
20) 김정일,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 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
에서 한 연설(1984. 4. 28),” 뺷김정일 선집 8권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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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권위있는 학자들을 보면 거의다 30살 전에 이름을 떨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학자들이 대체로 나이가 든 다음에 학위론문을 쓰다보니 전공분야
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창발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고등중학교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재능있는 학생들을 많이 키워
내야 하며 그들이 20대에 준박사, 박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21)

김정일에 의하면,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나이가 많으면 뇌의 기능이 저
하”된다는 생물학적 이유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로써 김일성 시대 강력하게 비
판받았던 영재론22)은 김정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성의 발견’과 ‘국가가 요구
하는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23)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지목되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의 연령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북한은 2000년도부터 대학에서 ‘영재반’을 정식 운영하였다. 김책
공업종합대학 단과대학 ‘정보통신 수재반’과 금성학원 ‘컴퓨터 영재반’ 등이 그
예이다. ‘영재반’은 학습을 특별히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 형성한 반으로 영재교
육을 실시하는 제1중학교 출신들로 구성, 인재양성을 위한 연계과정 교육체계
를 완성하였다. 이에 2000년 중후반부터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세대가
전국의 각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 영재교육을 앞세운 고등교육정책은 국제적 능력을 가진 인재 양
성에도 주력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걸린 김정일의 이른바 ‘친필 명제’에서 비롯된
다.24) 이 시기부터 북한은 과학기술부문 인재육성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며
국제적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계를 향한 도전과 분발
21) 김정일, 앞의 책, p. 51.
22) 김일성은 1968년 3월 14일, 10월 2일 연설에서 지능의 선천성은 물론 영재교육의 불필요성
을 명백히 하였다. 그것은 영재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의 평등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에 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견해의 모순되는 부분에 대하여
서는 엄현숙의 박사학위논문(2016), pp.82-84를 참조하라.
23) 조정아, 앞의 글, p.58.
24) 이 슬로건은 2010년 4월 14일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준공에 즈음하여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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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와 문화 등 국가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 앞설데 대한’
김정일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 발전에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초선에서 붉은
기 사상과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선되었다. 그것은 북한 체제가
직면한 초유의 ‘고난의 행군’ 사태에 ‘붉은기’가 강조된 결과이다.

다. 김정은 시대: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조하는 전략은 김정은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하
지만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발전 전략은 김정일 시대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 시기 고등교육 정책은 김정은 위원장의 외국 유학 경험이 반영25)된 것으로
국제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화는 북한의 경제, 사회, 교육이 세계 여러 국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교육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에 부합되도록 활동(activity), 역량(competency), 가치(ethos), 과정(process)
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international), 간 문화적(intercultural), 세계적
(global) 차원의 요소들 간 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26) 특히 고등교
육의 국제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교통의 발달,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
는 정부의 대책, 대학교수와 학생 등의 이동 증가,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욕구 증가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다.27)
김정은 정권의 고등교육 개편은 북한 과학기술 중시 정책28)과 유기적으로 연
관되어 있다. 그것은 “오늘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25)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뺷STEPl Insight뺸,
230호(2017 January), pp.5,10.
26) Knight, J. Internationalization Remodeled: Definition, Approaches, and Rational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8, No. 1(2004), pp.5-31.
27) 이영환ㆍ임재진, “고등교육 국제화 활성화 방안,” 뺷한국사회와 행정연구뺸, 제25권, 1호
(2014 봄), p.227.
2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
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뺷교육신문뺸, 2014. 9. 1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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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인재들에 의해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
되는 인재중시의 시대”라는 진단이 우선된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김일성, 김
정일 시대 고등교육체계는 “지난 세기 공업경제시대의 대학, 전문학교교육체계
의 틀에 머물러 있으며” “새시대,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키워내
는 것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정은의 시각이었다.
김정은 시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 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완비하는
작업은 중등 의무교육체계의 개편과 고등교육체계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우
선, 2012년 9월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발표된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 법령’은 김정은 등장 이후 최초의 법령이다. 이 법령을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 교육의 근간이 되어온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대한 개편을 다루기 때
문이다. 이에 개편의 이유는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29)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바로잡으려는 의지라는 점
은 교육상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오늘의 우리나라 실정과 세계 추세
에 맞게”30) 지금까지 생활력을 발휘해 온 교육체계도 그 대상임을 명백히 하였
다. 이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제 학교 전 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로 운영되게 되었다. 해방 후 부터 현재까지 개편
된 북한의 교육체계31)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2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
여.” 뺷교육신문뺸, 2012. 10. 4. p.2.
30) 리관호, “12년제 의무교육,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 뺷조선신보뺸, 2012. 10. 10. p.1.
31) 해당 교육체계는 의무교육체계의 개편에 주목한 것으로 성인교육체계 및 특수교육체계는
반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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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의 교육체계 변화
나이

1947년 1차32)

1959년 2차33)

1966년 3차34)

1972년 4차35)

2012년 5차36)

26
연

25
24

구

연구원

원

3

23

4
고

종합 단과

교 종합
육 대학

대학 대학

단과

4~5 교
대

18
17

중등

12
11
10
9
8

교

등
교
육

기술학교
2

사

대

범
고
등
기
술
3~4

4~5
고등
사범
3

대
4

5

초
인민학교

등

5

교
육

초

교

등

고등
학교

3

교
육

육

고급중학교

중

중
등

중

교

고등중학교

등

6

교

초급중학교

육

3

3

3

등

고

등
중학교

고

교 대
단과
육 학 사 교대
교 대 단과
사범
5 4 대
공장 교 고등
3
대학 대 전문
4~6 3 2~3

4~5

2

등
육

3

종합

교

중
교

박사원

육

학

대

중학교

3

7
6
5
4

중

2

3
고 박사
등 원2
교

육

고등 교대
기술 3~4

고급

16 전문
중학교 3
3~4
15
초급
14
기
초급
13 술학 중학교

교

대학
4~5 사대
4년

2

2

등

21

5

원

고

등

19

연구

3
박사원

22
20

연구원

초

육

초

인민학교

등

인민학교

등

4

교

4

교

인민학교

등

육

4

교

유치원

육
학

유치원

학

2

전

2

전

육

유치원

학

유치원

학

유치원

학

3

전

3

전

3

전

초

소학교

등

5

교
육

32) 1947년 6월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북조선 학교 교육 체계에 관한 규정 및 결정서”를 채택하
고 그해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뺷조선교육사뺸 (東京: 학우서방 번인, 1963), p.161.
33) 북한은 1959년 10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에서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데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강근조, 앞의 책, pp.171-174.
34) 북한은 1966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6차전원회의에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
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었다. 강근조, 앞의 책, p.275; 뺷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2뺸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1565-1566.
35) 북한은 1972년 5월 21일 새로운 의무교육 학제를 발표,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리영환,
앞의 책, pp.40-42.
3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
여.” 뺷교육신문뺸, 2012. 10. 4. p.2; 진희관 외, 뺷12개 주제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개정판뺸, (서울: 박영사, 2019),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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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4년 8월 제13차 전국 교육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된 김정
은의 담화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는 앞선 2012년 의무교육체계의 개편에 이어 고등교육체계의 변화를
언급한 것이다.37) 이 노작에서 김정은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
만히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완비, 개선하는 것”38)을 새 세기 교육혁명
수행의 과업으로 제시하였다.39) 특히 노작은 세계적 추세에 맞으면서도 요구되
는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집중된다.
노작에서는 고등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 ① 학제와 학부, 학과의 강좌들을 정리
하고, ② 박사원이 없는 대학들에 지도역량이 준비되는 데 따라 박사원을 내오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제도를 내오는 문제, ③ 대학들을 종합대학화, 일원화 ④ 정
규화 된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등의 여러 과업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의 담화문 이후 북한에서는 전국의 수십 개 대학, 수백여 개에 달하는
학과들이 정리되고, 수십여 개의 첨단학과들을 새로 내온 것,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의 일부 학과들에서 첨단과학기술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본과 과정과 박사원 석사반 과정을 직접 연결하는 연속 고등교육 체계를 확대하
여 학사, 석사, 박사 제도를 내오고 그 집행을 위한 세부 시행세칙이 대학들에
전달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것, 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한 개 대학을
모체로 여러 대학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종합대학의 설
립40), 전문학교들을 대학들에 통합 내지는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37) 북한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고등교육기관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과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뺷북한법령집, 하뺸 (서
울: 국가정보원, 2017), p.522.
3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노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
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뺷교육신문뺸, 2014. 9. 11. p.1
39)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로, 대학생 수가 학령인구당 입학
률 10% 미만인 엘리트형 교육체계이다. 또한, 대학당 평균 학생수가 1천 명 정도로 적다.
둘째로, 사립대학이 없고 전부 국립대학이자 단과대학 중심이다. 셋째로, 재정 측면에서
무상교육으로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다. 조정아ㆍ이춘근, 앞의 글, pp.210-212.
40) 평양건설건재대학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2013년 1월에 개편한 이래 평양철도대학, 한덕
수평양경공업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기계대학, 원산농업대학을 부문별 종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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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을 비롯한 10여 개 중요 대학들에 원격교육체계가 더욱 확대되는 등의 대학 개
혁의 여러 변화들이 나타났다.41)
이상의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은 종합대학의 숫자를 늘릴 뿐만 아니라 종
합대학들을 학술 중심, 정보 중심, 자료 봉사 중심, 원격교육중심의 다면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교수역량과 교육설비 등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
여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학술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연속 교육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 있다. 여기에 북한은
평양시내에 대대적으로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을 위한 주택단지들을 조성하
고 이들을 우선 입주시켰다. 2013년 은하과학자 거리, 2014년 위성과학자 주택
지구, 2015년 미래과학자 거리가 대표적이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
대학의 교수, 박사들에게 주택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3년 미래상점, 2014년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연풍 과학자 휴양소’는 박사급, 교수급만 이용할 수
있는 특혜가 제공하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학위는 “과학연구성과에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여 나라
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일군에게 수여” 한다는 원칙
에 근거하여 학문 분야의 업적과 사상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그로부터 김정은
시대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을 위한 차별적 대우와 사회적 특권이 학위에 대
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게 만들었는가의 질문이 제기되며, 이에 북한의 학위
체계와 수여제도에 대하여 아래의 장에서 살펴보았다.

으로 그 명칭도 평양철도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으로 각각 바꾸고 승격시킨 것이다. 또한 함흥콤퓨터
기술대학과 함흥경공업대학, 함흥건설대학을 통합해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이 됐다. 김원
균명칭음악종합대학, 평양미술종합대학, 국방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등도 종합대학
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역별로는 한개 대학을 모체로 거기에 여러 대학들을 통합하는 방
식으로 황북종합대학, 평북종합대학 등으로 지역의 기존 대학을 개편하기도 했다. 황북종합
대학은 사리원지질대학을 모체로 하여 황해북도에 소재한 강건의학대학, 공업대학, 고려약
학대학, 리계순제1사범대학, 제2사범대학, 교원대학이 통합되었다.
41) 허광일, “김정은 원수님의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개
혁,” 뺷조선신보뺸, 2015. 10. 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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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학위 체계와 수여제도
가. 남북한의 상이한 학위체계
남북한은 서로 다른 교육제도와 학위 체계로 인하여 학위 자격 간 실질적 차
이가 존재한다. 다만, 김정은 시대 들어 남북한 간 상이하였던 교육제도 및 학
위 체계가 유사한 제도와 체제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형식상 같은 학위라 하더
라도 질적 수준의 동등성을 비교하려면 상호 간의 고등교육체계나 학위제도 비
교 분석을 필요로 한다.
남한의 경우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후, 1952년 학위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2019년 10월 24일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
면,42)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
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
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
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행한다.
북한에서 대학은 사회주의 여타 국가들이 그러하였듯이 소수의 우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교육에 집중하고 연구 역량은 취약하다.43) 대학 교수의 경우 국가
의 배치에 따라 학력이 대학 졸업에 머물고 몇몇 중점대학의 교수들을 제외하고
는 외국 유학 경험도 부족하다. 반면, 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은 자질이 우수하고
학력과 학위 소유 상황이 여타 기관들에 비하여 높다. 그럼에도 고급인력이 집
중된 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박사학위 취득 비중은 상당히 낮
다.44) 북한에서 학위제도는 국가학위학직위원회에서 엄격히 관리하며, 개별 대
4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851&efYd=20191024#0000(검색일,
2019. 10. 25).
43) 그 이유로 이춘근은 중등교육을 마친 졸업생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여 장기간 복무하는 특성
등이 대학의 인력양성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춘근 외, 앞의 글, pp.11, 19
44) 이춘근 외, 앞의 글,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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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나 교수가 학위를 수여하지 못한다. 공헌이 큰 학자들에게 박사학위가 수여
되면서 학위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고난의
행군’을 경유하면서 20대 30대의 새 세대 교원들로 교수역량이 많이 교체되는
등의 전반적 조건도 바뀌면서45) 교수 자질에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학위에 대한 정의는 남과 북이 상이하다. 남한은 학문적 지위를, 북한은 학문
적 칭호이다. 남한에서 학위는 학술적 연구, 과정의 경유, 학문적 성취도인 반
면, 북한에서 학위는 일정의 공헌, 정치의식적 자질, 과학 이론적 자질의 충족
을 의미한다. 사전에 의하면,46) 남한에서 학위는 “국가 또는 대학에서, 어떤 부
문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일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그 성취도를 인
정하여 수여하는 학문적 지위”를 의미한다.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로 나뉜다.
학사(學士)는 4년제 대학이나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 주는 학위이다. 반면
석사(碩士)와 박사(博士)는,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
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 또는 그 학위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학위는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정부의 비준
이라는 절차로 인하여 학위 수여가 전반적으로 제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학위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과학리론적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주는 학적 칭호”이기 때문이다. 자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첫째,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둘째, 과학연구사업에서 가치 있는 연구성과 셋째, 나
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 또는 공헌이다.”47) 칭호는 한자
의미 그대로 어떤 뜻으로 일컫는 이름이다. 사전에 의하면, 북한에서 박사학위
는 “학사학위 또는 부교수학직을 가진 일군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다.48) 이때,
45) 림현숙, “실력있는 학위학직소유자강좌: 라진해운대학 3대혁명붉은기 항해강좌에서,” 뺷로
동신문뺸, 2007. 7. 7. p.4
46)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84776&supid=kku000362697
(검색일, 2019. 07. 06).
47) 삼일포정보센터, 뺷조선대백과사전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2005).
48) 북한에서 학위논문은 학위를 청구하기 위하여 쓴 논문 또는 학위를 수여 받은 논문이다.
뺷조선말대사전(증보판) 4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33. 과학이론적수준이 높고 혁
명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저서, 교과서, 참고서, 설계도 등도 포함된다. 뺷조선대백
과사전 23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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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학직은 교수와 부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수와 부교수는 아니다.49)

나. 학위 수여체계의 제도적 보완
북한에서 학위학직 수여에 관한 역사는 1948년 학위학직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우선, 북한은 1948년 7월 7일 결정을 “실로 조선고등교육
계의 발전에 신기원을 짓는 것”50)으로 평가한다. 7월 7일에 열린 북조선인민위
원회 제69차 회의에서는 ｢북조선고등교육사업개선에 관한 결정서｣(결정 제157
호)가 채택되었다.51) 고등교육에 대한 중앙지도기관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
여 교육국 내에 고등교육 최고지도기관으로 ｢고등교육원｣을 설치하게 되었는
데, ｢고등교육원｣은 최고과학기술평의회와 학위수여위원회를 가지게 되었다.
제69차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김두봉, 한설야, 정준택 등 12명에게 학위가 수
여되었다.52) 북한은 이날 김일성의 이름으로 된 첫 학위학직 증명서를 학자와
과학 기술 일군에게 수여53)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948년 10월 26일 내각 제8
49) 학직은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에서 교수교양사업과 과학간부양성사업에 복무하는 사람들에
게 그의 공로와 업적을 평가하여주는 칭호로, 교수와 부교수로 가른다. 뺷조선말대사전(증보
판) 4뺸, 앞의 책, p.32. 교수는 가장 높은 학직 또는 그 학직을 받은 사람,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유일령도체계가 튼튼히 서고 대학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 및 과학후비양성사업
에서 업적이 많은 대학교원과 과학자에게 수여한다. 뺷조선말대사전(증보판) 1뺸 (평양: 사회
과학출판사, 2017), p.525. 부교수는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 과학후비간부양성사
업에서 업적이 많은 교원들과 과학자들에게 주는 교수 아래급의 학직, 또는 그러한 학직을
받은 사람이다. 뺷조선말대사전(증보판) 2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787.
50) 김학수, “고등교육사업의 발전에 대하여,” 뺷민주조선뺸, 1948. 10. 5. 김병운, 뺷북조선실록
23뺸 (서울: 선인, 2018), p.501에서 재인용.
51) 강근조, 앞의 책, p.197.
52) 7월 7일 제69차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다음의 12명에 대하여 그 고상한 과학적 지식과 건국에
헌신한 업적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5명에게 박사학위
가, 7명에게 박사학위가 수여되었으며 그 이름과 학위는 다음과 같다. 김두봉(학위) 어학박
사, 한설야(학위) 문학학사, 리기영(학위) 문학학사, 정준택(학위) 공학학사, 리문환(학위)
공학학사, 계응상(학위) 농학박사, 장기려(학위) 의학박사, 최명학(학위) 의학박사, 최삼열
(학위) 공학박사, 김종희(학위) 수의학사, 리성현(학위) 생물학사, 원홍구(학위) 생물학사.
김학수, “영예의 학위를 수여,” 뺷로동신문뺸, 1948. 7. 14. 김병운, 뺷북조선실록 21뺸 (서울:
선인, 2018), p.106에서 재인용.
53) “주체적인 국가학위학직수여제도 수립 60돐 기념 보고회 진행,” 뺷로동신문뺸, 2008. 9. 26.
p.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학위학직수여제도를 수립하여주신 70돐 기념보고회 진
행,” 뺷로동신문뺸, 2018. 7. 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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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회의에서는 학위수여위원회 규정 및 학위 학직 수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안
건들이 토의 결정되었다. 이에 내각 결정 제50호 뺷국가학위학직수여에 관한 규
정뺸이, 내각 결정 제51호 뺷학위 및 학직 수여에 관한 규정뺸이 결정되었다.54) 이
규정들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추린다면 우선, 내각 결정 50호에 따르면, “제
1조. 교육성 내 국가학위수여위원회를 조직”하며 “제2조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
원장, 서기장은 내각에서 임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내각 결정 제51호
결정에 따르면, “제2조 학위 및 학직은 국가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수여”하
며, “제3조, 학위는 2계단으로 하되 제1위는 박사, 제2위는 학사이며, 학직은
3계단 즉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4조 박사의 학위는 박사학위론문
에 통과한 자에게 수여하며, 학사의 학위는 학사학위론문에 통과한 자에게 수
여”한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제12조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써 일제 기타 제국주의국가에서 받은 학위 학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에서는 무효”로 됨을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공포일인 1948년 10월 26일 실시한
다고 밝혔다.55) 이후 1953년 7월 1일 내각 결정 제110호로 학위 및 학직 수여에
관한 새 규정을 승인한 북한은 “해당 과학론문이 통과된 자에게 이를 수여하되
특히 과학사업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위론문의 통과 없이도 학
위 및 학직을 수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위논문은 “과학원 또는 각 대학
에서 조직되는 학위론문 심사 공개회의에서 심의”되며, “과학적 창견을 가진 저
서 또는 대학 교과서도 학위론문으로 대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아래에 인
용하였다.
“3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자, 쏘련 및 민주주의국가들의 3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자, 구제대학 학부를 졸업한 자, 구제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의 대학교수사업 및 과학연구기관에서의 연구사업경험을 가진 자 들
54) 뺷로동신문뺸, 1948. 10. 30. 김병운, 뺷북조선실록 24뺸 (서울: 선인, 2018), pp.172-175에서
재인용.
55) 뺷로동신문뺸, 1948. 10. 30. 김병운, 뺷북조선실록 24뺸 (서울: 선인, 2018), p.1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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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또한 이상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와 동등한 실력을 가졌다고 국
가학위수여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들에게 부여한다.”56)

시험은 전공별로 분기에 한 번씩 박사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서 조직하며, 한 분기에 한 개 과목씩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57) 이
때, 전공 외 공통과목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주체철학, 정치경제학, 외국
어, 컴퓨터이다.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해당 전공에 관한 논문이 공개회의
에서 통과된 자에게 학위가 수여된다. 공개회의는 1948년 10월 26일 내각 결정
제50호에 규정(제9조)에 의하여 학위논문이 통과할 때에만 소집되며, 공개회의
에 북한 주민은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다. 학위논문 심사 공개회의에서 심의된
논문에 대한 결정은 국가학위수여위원회가 비준한 후 해당 학위증서를 수여한
다. 논문 심의는 국가 학위논문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전병선에
의하면, 1998년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에도 학위논문 공개 심의 권한을 주었
다. 심의위원은 평양에 있는 중점대학과 과학연구 단위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도 있다. 특히 조선사회과학원에 심의위원들이 특별히 많으며, 김일성종합대학
은 심의 권한 외에도 비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국가 준박사 및 박사와 김일성종
합대학 준박사, 박사로 구분된다. 학위 수여는 ‘광명성절’, ‘태양절’, ‘조선로동
당창건기념일’ 등 국가적 기념일을 맞으며 만수대의사당, 또는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청년동맹회관 등에서 진행된다. 수여식은 국가 학위학직 수여위
원회 위원장인 내각 부총리58)가 국가 학위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을 전달하고 박
사증과 박사 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식은 남북한의 상이한 논
문 심의를 이렇게 비교하였다. 아래에 인용한 내용이다.

56) 뺷로동신문뺸, 1953. 7. 12. 김병운, 뺷북조선실록 98뺸 (서울: 선인, 2019), pp.9-10에서 재인용.
57) 뺷조선대백과사전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2005).
58) 수여식에서 언급된 내각 부총리들은 다음과 같다. 내각 부수상 정준택, 부주석이며 국가학
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철, 림춘추, 박성철, 리종옥, 내각 부총리이며 국가학위학
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조창덕, 곽범기, 로두철, 김용진, 김덕훈, 전광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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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맏아들 현성일이 석사논문을 공개심의 받는다고 했다. 나는 평양의
경우를 생각해서 옷을 잘 차려 입고 꽃다발까지 들고 심의장소로 찾아갔다. 북
한에서는 공개심의를 하는 날이면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가득 모인 대강당
에서 전문가들을 앞에 놓고 학위논문을 심사한다. 그런데 남한의 논문심사장
은 아주 고요했다. 교수 몇 명 앞에서 논문을 놓고 조용조용히 변론하고 심의
하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다.”59)

이상과 같이 북한의 학위 수여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박사원
석사(준박사 또는 학사)60), 박사 과정을 이수한 후에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
다른 하나는 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과 저작을 발표하여 학위를 받는 경
우이다. 이 경우 최소한 2년의 학술 연구에 종사해야 하며 준박사의 경우도 박
사원의 준박사반에서 3년 ~ 3년 6개월의 수학과정을 마치고 학위 시험과 논문
심사를 통과해야 수여된다.
북한에서 언어학 박사의 학위를 받은 전병선에 기고61)에 의하면, 북한에서
학위는 논문 집필과 출판,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심의의 과정을 거친다. 우
선, 학위를 취득하자면 반드시 논문이 출판되어야 한다. 전병선에 의하면, 북한
에서 준박사 학위를 신청하려면 3권의 단행본이 출판, 3편 이상의 논문이 공개
발표되어야 하며, 박사학위를 신청하려면 5편의 단행본이 출판, 5편 이상의 논
문이 공개 발표되어야 한다.
전병선은 북한의 학위제도가 워낙 엄격하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숭
엄한 것이며, 그만큼 북한에서 학위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에
59) 김현식, 뺷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뺸 (서울: 김영사, 2007), p.79.
60) 학사는 1979년 ‘준박사’라는 칭호로 변경되었으나 1996년 다시 ‘학사’로 변경하였으며, 김
정은 시대 들어 ‘학사’는 ‘석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학사는 대학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에게 주는 칭호로 이전에 석사를 이르던 말이다. 뺷조선말대사전(증보판) 4뺸, 앞의
책, p.29. 석사는 ① 박사아래급의 학위 또는 그 학위를 가진 사람 ② 일부 자본주의 나라에
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주는 제일 아래급의 학위칭호이다. 뺷조선말대사전(증보판)
2뺸, 앞의 책, p.1299. 준박사는 석사를 이르던 말이다. 뺷조선말대사전(증보판) 3뺸, 앞의
책, p.508.
61) 전병선은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소장으로 1996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학위학직 수여위원회로부터 언어학 준박사 학위를, 1999년 3월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병선, “북한에서 학위를 받다,” 뺷北韓뺸, 2001 11월, 12월, 2002 1월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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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대우도 다르게 받는다고 강조하였다.62) <표 2>에 제시된 목차는 심의를
위하여 출판된 전병선의 석사학위논문 뺷본문언어학뺸63)(왼쪽)과 박사학위논문 뺷
언어환경연구뺸64)(오른쪽)이다.
[표 2] 전병선의 출판된 학위논문 목차

62) 전병선, 위의 책, p.104.
63) 전병선, 뺷본문언어학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64) 전병선, 뺷언어환경연구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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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에 의하면, 박사가 되면 무상으로 고급 아파트, 내각의 부상급 이상이
이용하는 특별 상점, 승용차를 선물로 받게 된다. 또한, 월급 외 별도로 매달
30%에 해당하는 배려금, 설날 수령의 귤 선물, 환갑상, 진갑상,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수령의 존함 시계도 차려지는 등, 학계의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회상
하였다.65) 하지만, 그 역시 혜택이 큰 만큼 그 수는 아주 적으며, 그만큼 박사
따기가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4. 북한의 박사학위 취득 현황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위 체계는 김정은 시대 북한 고등교육의 실제적 변화를
파악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연구는 뺷로동신문뺸에 나타난 박사급 연구자 배출
현황과 지역별 분포 파악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61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설대학에 2년제
박사원이 설립된 후 10년이 흐른 뒤 1971년 12월 28일 북한의 뺷로동신문뺸에 박
사학위자가 처음 언급되었다. 북한에서 박사원은 1961년 7월 21일 공화국 내각
결정 제124호로 ｢박사원에 관한 규정｣(21조) 채택에 근거하고 있으며. 1962년
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학위학직수여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전까지는
140여 개의 연구기관에서 과학자를 길러냈었다면66), 박사원의 등장으로 보다
전문적인 학위 체계 및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로도 북한은 1962년 제
정하였던 조례를 1973년 개정하여 실력 있는 청년 학자 및 과학자 양성에 주력
한다. 또한, 북한은 1979년 9월 ｢현행 학위학직수여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전의
‘학사’ 학위 명칭을 ‘준박사’로 개칭하였다. 그 이유로 북한은 ‘학사’라는 호칭이
주변국들에서 학부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위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었으나,
65) 김현식, 앞의 책, pp.75~76.
66)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고등교육성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 2. 23),”
뺷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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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다시 ‘학사’로 정정되는 등의 굴곡을 겪는다.67) 김정은 시대 교원 진영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전공 교원 양성을 위해 우수 졸업
생들을 중요 대학의 박사원에 보내는 것으로 확인된다.68)
[그림 1] 박사 학위자 성장 추세

뺷로동신문뺸의 ‘국가학위학직 수여’ 란에 등장하는 학위자 중, 1962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과 이름이 확인된 석, 박사는 모두 18,190명이다. 1971년부터
2018년까지 확인된 박사 학위자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1962년부터 2018년까지 뺷로동신문뺸에 나타난 ‘국가학위학직 수여’의
양상은 비정기적이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육과 과학기술의
성과와 발전이다.69) 여기에는 교수교양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 또는 과학간부
양성사업,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 인민경제의 기술개건, 강성대국 건
67) 한만길ㆍ손계림, 앞의 글, p.60.
68) 조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 뺷조선신보뺸, 2018. 2. 9. p.2.
69) 뺷로동신문뺸, 1962년 11월 15일; 뺷로동신문뺸, 1972년 4월 3일; 뺷로동신문뺸, 1987년 9월 5일;
뺷로동신문뺸, 2001년 7월 25일; 뺷로동신문뺸, 2003년 8월 26일; 뺷로동신문뺸, 2004년 10월
6일; 뺷로동신문뺸, 2005년 9월 14일; 뺷로동신문뺸, 2011년 12월 7일; 뺷로동신문뺸, 2013년
2월 7일; 뺷로동신문뺸, 2015년 2월 4일; 뺷교육신문뺸, 2018년 2월 15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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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여,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과학기술적 성과에 따른 수여 등이 있다. 둘
째, 수령의 육친적 사랑과 배려에 의한 수여이다.70) 셋째, 충성심과 열정, 노력
에 대한 보상이다.71)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와 사전 편찬 발행에 따른 수여도 이
에 속한다.
또한, 뺷로동신문뺸 및 뺷교육신문뺸을 통해 공개하는 ‘국가학위학직 수여’의 기
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해가 갈수록 학위자의 증대가 뚜렷해진다는 점
이다. 하지만 해마다 성장 속도는 일정하지 않으나, 주목되는 것은 2013년은 전
후로 학위자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부문 박사 학위자의 배
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박사학위자 중에서 대학에 재직 중인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직급의 연구자를 분류하면 1,265명으로 고등교육부문 학위
자의 46.7%에 달한다.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우선, 대부분의 학위가 박사원생
보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강좌장, 교원, 연구자에게 수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것은 교원이 34.4%, 강좌장 25.0%인 것에 반하여 박사원생이 1.2%로 나타나는
[그림 2] 박사급 연구자 분포

70) 뺷로동신문뺸, 1976년 5월 11일; 뺷로동신문뺸, 1982년 3월 24일.
71) 뺷로동신문뺸, 1990년 11월 30일; 뺷로동신문뺸, 2002년 10월 4일; 뺷로동신문뺸, 2012년 4월
4일; 뺷로동신문뺸, 1998년 12월 1일; 뺷로동신문뺸, 200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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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알 수 있다. 고등교육부문 박사 학위자를 아래의 항목과 같이 분류72)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원의 박사학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아래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교원, 강좌장 성장세

이는 김정일 시대 영재교육 중심의 중등교육 개편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4년 영재교육이 시작된 이래 1994년 10개의
제1중학교에서 1999년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제1중학교들이 일제히 수업을 시
작하였으며, 2002년 대학 입시생부터 전국의 제1중학교 출신들이 대거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수재반’에서 전문적인 교
육을 받게 되고 졸업과 동시에 후보 학사의 학위를 받는 등의 일련의 성과들은
교원 집단의 학위자 증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
이다.
다음으로, 각 대학의 학위자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김일성종합대학 422명,
72) 이 분류 외에도 소장, 부소장, 실장, 부실장, 부원장, 부장, 과장, 처장, 부원, 편집원, 로동
자 항목도 있으나, 본 연구의 취지와 벗어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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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로 가장 많고, 이어 김책공업종합대학 203명, 25.7%를 차지한다. 그 외,
리과대학이 69명으로 뒤를 잇고, 김형직사범대학 50명,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37명, 평양의학대학 31명, 평양건축종합대학 27명, 평양철도대학 2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사
학위자의 분포를 행정구역별로 재분류해보면, 평양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까지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두 개 대학과 조선대를 제외하고 박사를 배출한 대
학은 전국적으로 109개73) 대학의 1,261명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박사 학위
자 배출은 평양 중심으로,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선두로 김책공업종
합대학, 리과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이 성장세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사학위자 배출 규모에 있어 김일성 종합대학의 독주가 눈에 띄는 반면, 지
방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학위자 간, 대학 간 격차를 더욱 멀어
지게 만들고 있다. 이는 중앙급 대학과 전문분야별 대학, 지방대학으로 구분되
[그림 4] 각 대학의 학위자 배출 현황

73)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대학에는 동해대 2명과 삼팡대 1명, 총련의 조선대 1명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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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형별 특성으로부터 평양 소재 중앙급 대학들에 박사원과 지도 역량이 포진
된 반면,74) 일부 지역의 경우 박사원이 있는 한 두 개 대학을 중심으로 박사가
배출되는 실정에서 비롯된다.
지역별 박사학위자 배출 현황을 나타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박사 배출 지역별 현황
순위

1

2

3

4

5

6

7

8

9

9

10

11

지역

평양

함남

강원

평남

황북

함북

자강

평북

남포

황남

량강

개성

명

983

70

53

37

29

27

16

11

10

10

9

6

%

78.0

5.5

4.2

2.9

2.3

2.1

1.2

0.8

0.7

0.7

0.7

0.4

대학

37

8

7

10

9

9

6

5

5

7

4

2

%

33.9

7.3

6.4

9.1

8.2

8.2

5.5

4.5

4.5

6.4

3.6

1.8

이러한 실정은 2014년 전국 교육 일군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한에 의하면, 지금 북한의 고등교육체계가 “지난 세기
공업경제시대의 대학, 전문학교교육체계의 틀”에 머물러 있음을 시인하면서,
“박사원이 없는 대학들에는 앞으로 지도역량이 준비되는 데 따라 박사원을 내오
도록” 하며, “학사, 석사, 박사학위 제도를 내오는 문제도 연구해 보아야” 함을
언급75)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배출된 박사들이 실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지에
대한 점이다. 이는 학위자 배출과 더불어 연구 성과의 구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만 확인될 수 있다. 이에 북한 과학자의 국제학술지 논문(SCI) 투고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한 최현규ㆍ노경란76)의 연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74) 뺷전화번호책뺸에 나와 있는 대학들 중, 평양시에 24개 대학 중, 박사원 번호를 갖고 있는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한덕수평양
경공업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 조선체육대학 등 8개 대학뿐이다. 그 외
지방대학은, 교환, 학장, 당비서, 간부과, 경리부, 교무부 정도로만 확인된다.
7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
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뺷교육신문뺸, 2014. 9. 11.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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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15년까지 SCI 수록 논문은 260편이며 논문 중, 65%에 달하는
169편이 북한 과학자가 주 저자 또는 제1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연구가 물리학, 수학, 화학, 재료과학, 공학 분야에 편중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
타난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32개 기관이며 그중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비중이 88.9%이며, 이중 김일성종합
대학의 경우 49.6%로 절반을 차지한다. 끝으로, 북한 과학자 단독 논문은 32편
이나 공동 발표한 협력 논문은 228편으로 87.7%에 달한다. 주목되는 점은 단독
논문이 2014년 8편에서 2015년 21편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표 4] 북한 단독 및 국제협력 논문의 연도별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단독

0

0

0

1

0

0

1

0

1

8

21

32

협력

11

7

17

15

17

28

15

38

19

17

44

228

계

11

7

17

16

17

28

16

38

20

25

65

260

자료: 최현규ㆍ노경란, 뺷북한 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I) 분석 연구: 2005~2015)뺸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 p.7.

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북한 과학자들의 연구 분야
가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에 강점을 둔 연구 주제의 편향성이다. 이는
김일성 시대 자연과학, 이공계 계통의 확장에 기반한 것이자 김정일 시대 영재
교육을 통한 수재 양성 및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맞물려 김정은 시대 강성국
가 건설을 위한 첨단과학기술인재 양성의 강조 등의 전반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둘째로, 학술적 연구역량을 갖춘 과학자가 몇몇 기관에 집
중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셋째로,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는 고등교육 변화의 양
상을 주목할 수 있게 한다.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변화를 추구하는 김정은 시
76) 최현규ㆍ노경란, 뺷북한 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I) 분석 연구: 2005~2015뺸 (대전: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6),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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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략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일류급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는 잘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시대 2014년을 전후로 박사학위자의 증대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
이다. 그것은 이러한 엘리트 양산이 김정은의 정치적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정
책적 기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학위 취득이 어려운 북한에서 박사이
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차별적 대우가 각별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학위자가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대학 출신이라는 점
이 김정은의 이른바 강성국가 발전 전략을 지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북한에서 실제 학사, 석사, 박사학위로 이어지는 학
위제도는 김정은 시대 즉 2014년 이후 수립된 것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직급별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 양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는 북한 정권의 엘리트 정책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연구는 뺷로동신문뺸 및 뺷교육신문뺸에 나타난 ‘국가학위학직
수여’에 관한 발표와 김정은의 교육정책의 변화를 언급한 2012년 8월과 2014년
9월에 발표된 노작을 살펴보았다.
김정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북한의 실정과 세계적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고
등교육 학제개편을 통해 요구되는 인재들을 더 많이, 그리고 잘 키워 내는 것에 있
다. 이에 김정은 시대 들어 남북한 간 상이하였던 교육제도 및 학위 체계가 유사한
제도와 체제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형식상 같은 학위라 하더라도 질적 수준의 동등
성을 비교하려면 상호 간의 고등교육체계나 학위제도 비교 분석을 필요로 한다.
연구 결과, 선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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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선상에 있으나 그에 따른 차별성을 가진다. 김일성ㆍ김정일 두 시대 모두
교육정책이 대내적 차원에만 초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은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기마
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정책에 의해 과거 교육의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개편되었다. 이는 김일성 시대 인문과 계통에 비해 자연과학, 공과 계통 학과들
의 비중이 확장되었던 것에서 정보산업시대에 맞게끔 학과들을 정리하는 것에
서 알 수 있다. 다만, 김일성 시대 자연과학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 북한 과학자
들의 국제학술지 논문(SCI) 투고를 견인한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박
사학위자 증가세를 살펴본 데 의하면, 김정일 시대 영재교육 중심의 중등교육
개편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2005년부터 교
원의 박사학위 취득 추이가 강좌장보다 앞서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북한에서 학위는 “과학연구성과에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여 나라의 과학
기술발전과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일군에게 수여” 한다는 원칙에 근거
하여 학문 분야의 업적과 사상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2014년을 전후로 박사학위자의 증대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엘리트 양산이 정치적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는 점이다. 학위 취득이 어려운 북한에서 박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나, 차별적 대우가 각별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학위자가 대
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대학 출신이라는 점이 김정은의 이른바 강성국가
발전 전략을 지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북한은 1980년대 모든 학과목들의 강의를 학위학직 소유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북한에서 이론과 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 박사학위자의 확대는 학위를
가진 것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사회적 특권을 인식하게 되면서 학위에 대한 합
리적 선택을 추구하게 만들었는가의 질문도 갖게 하였다. 이에 추후 후속 연구
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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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igher Education Policy of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Phd System
Oum, Hyun-suk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During the Kim Il Sung era, the core of North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was fostering national officials.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 focus
was on reforming the secondary education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both periods, education policies were focused only on the
internal level. The higher education policy of the Kim Jong-Un era is oriented
towards internationalization. The policy of emphasi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Kim Jong Un era is based on the reality of North Korea and the global
level. It was in developing more and better talents required through higher
education interdisciplinary work. In the era of Kim Jong-un, the educational
system and degree system, which were different between the two Koreas,
changed into a similar system
Key Words: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Higher edu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 Degree System, Ph.D. in North Korea, a reorganization
of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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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허태회 (선문대학교)

1. 서 론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진화와 발전
4.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 급변, 북미 관계개선의 교착, 한일갈
등의 심화 등 동북아 안보지형이 어느 때 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이
렇게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서 뛰어난 정보역량으로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
고 극복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 CIA, DIA 등을 비롯
한 구미 정보기관들이 국내외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
한 정보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분석역량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정보분석기법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보다 많은 경험과 정
보 노하우를 축적한 구미 정보기관들의 선진분석기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가상상황인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적용해서 분석기법의 효용성을 살펴보
았다. 구조화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으로 레드햇 분석과 사분면분할분석,
PEST 분석과 SWOT 분석기법들을 가상사례에 적용하였을 때 그 분석과정
에서의 효용가치를 살펴보았다. 구조화분석기법은 정보실패를 초래하는 정
보분석관들의 인지적 편향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즉 구조화 분석기법(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은 분석관이 입
수한 불완전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기만적인 첩보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 분석방법으로서 내적 사고의 절차를 시스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분석과정을 공유하고, 공동작
업을 통해 서로 비판적으로 검토 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이런 방식만이
항상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공식과 같은 것으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분석기법을 구조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분석과정에서 오류의 정도와 빈도
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사례인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을
분석하는데 이 분석기법들을 적용한 결과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 같다. 구조화분석기법은 하나의 테크닉이지 본질이나 실질(Substance)
은 아니다. 특정주제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이 없이는 심층적인 분석에 한계
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 또는 예기치 않은 변수의 분석에 기여하
는 바가 있지만 전문분석관이 쌓은 오랜 경험과 경륜에서 오는 직관적인 통
찰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구조화 분석기법이 미래예측을 하는 수정구슬
이라기 보다는 수정구슬을 잘 들여다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유용한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 구조화 분석, SWOT 분석, 분석의 오류, 인지적 오류, 인지적
편향성, 대북군사행동

1. 서 론
세계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협세력이 국가행위자에서 비국가행위자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안보위협요소도 전통
적 군사위협에서 대테러, 마약, 조직범죄 등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위협들이 단순한 사이버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 사이
버 테러, 사이버전쟁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기존의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국가안보상황이 급변하면서 안보전선의
최첨병인 국가정보로 하여금 좀 더 선제적이며 유연한 대응역량을 요구하고 있
다. 여기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경쟁과 주변 강대
국 간의 갈등, 북한 비핵화문제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정세는 어느 때 보다 불안
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안보상황과 불확실한 정보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개혁하는 것만큼 중
요한 시대적 과제도 없다. 세계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국과 영국 같은
정보선진국들이 끊임없이 정보혁신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
한 것은 우리 국가정보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첨예한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정보분석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1) 우리 안보기관들도 정보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외 정보분석기
법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우리 정보분석력을 개선하고 정보역량을 강
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 급변, 북미 관계개선의 교착, 한일갈
등의 심화 등 동북아 안보지형이 어느 때 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뛰어난 정보
역량으로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고 관리하며 극복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최근 우리 안보기관들도 이러한 정보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선
1) 허태회, “뭄바이테러사건과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 뺷신안보연구뺸, 제2권 1호(2017),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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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보분석기법 연구는 물론 전문가들의 채용을 통해 정보분석역량의 강화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CIA, DIA 등을 비롯한 구미 정보기관들이
국내외 위기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정보
분석기법과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정보분석역량을 신장시
킬 수 있는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2) 특히, 국
가안보위기와 관련하여 아직 조기경보체계가 미비하고, 위기발생 이후에 수동
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존의 위기대응 관행에서 탈피,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
인 대응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정보분석기법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역사적으로 펠로포네시아 전쟁이후 로마시대와 중세유럽을 거쳐 근ㆍ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정보활동이란 국가생존과 안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국가 위기 시에 정책결정을 위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적의 기습공격을 간파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문제
가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보분석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보실패에 따른 정보기관의 책임추궁과
조직체계의 개선에 관심을 집중시켰을뿐 정보분석역량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분
석기법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인지심리학과 경제학, 정치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지면서 서
구 정보학계에서는 새로운 정보분석기법과 모델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2) 국내에 정보분석을 위해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해외
연구들이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길규 외 3인
공역, 뺷정보분석을 위한 구조화 분석기법뺸(서울: 한반도미래연구원, 201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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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공동체의 핵심기관인 CIA와 FBI가 중심이 되어 업무과정에서 발견된
다양한 정보실패 사례를 토대로 대안적인 분석기법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정보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로서 정보분석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 몇 몇 주목할 만한 연구를
보면 황지환(2006)과 박휘락(2008), 박상현(2007), 전재성(2008) 등이 있으며
최근 업적으로는 허태회(2017), 박상현ㆍ강택구(2013)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해외 연구로는 고전이 된 셔먼 켄트(Sherman Kent, 1965)를 시작으로 크리스
토퍼 애쉰(Christopher Achen,1989), 제임스 아담스(James Adams, 1998),
맥더멋 로스(McDermott Rose, 2001), 선드리 칼사(Sundri Khalsa, 2004), 리
차드 포스너(Richard Posner, 2006), 메리 맨지키안(Mary Manjikian, 2013)
등의 연구가 주목할만 하며 최근에 인지심리학적 차원에서 정보분석의 문제를
다룬 콜린 와스텔(Colin Wastel, 2010)과 찰스 와이스(Charles Weiss, 2008),
티모시 월튼(Timothy Walton, 2013), 리차드 휴어(Richard Heuer &
Randolph Pherson, 2015) 등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중에 최근 인지심리학적 차원에서 개발하여 구미 정보학계에서 각광을 받
고 있는 Colin Wastel(2010)이나 Timothy Walton(2013), Richards Heuer &
Randolph Pherson(2015) 등의 연구들은 분석기법의 발전에 있어서 몇가지 특
이점이 있다. 그것은 구미학계의 선진정보분석 기법이 기존의 분석관 1인 중심
의 정보분석 행태에서 벗어나 팀 또는 그룹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미 정보학계의 분석행태 변화는 ① 국제적 이슈의 복잡성에 따른 학제적 정보
분석의 필요성 강조, ② 조직의 영역을 초월하여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
고 공유할 필요성 인식, ③ 경직된 사고와 인지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심리모델의 강구필요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3) 이런 정보분석 연구의 변
화는 아직까지도 상명하복식의 톱다운 분석행태와 객관적 사실에 앞서 오랜 경
험과 직관에 근거한 우리의 정보분석관행을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3) 이길규 외 3인 공역, 앞의 책,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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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최근 구미 정보학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몇몇 정보분석기법을 검토하
여 이들의 활용방안과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중점은 구미 정보학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최근의 정보분석기법
의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해외 주요 분석기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활용실태를 다룬 문헌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주요 선진 분석기법이나 프로그램의 활용과 관련하여 구조
화 분석기법 중에 몇가지 분석기법을 특정사례에 적용하여 우리 학계에 소개되
지 않은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런 분석기법들의 개발이 우리나라의 정보분석환경과 업무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4) 정보수집을 시작으로 분석과 방
첩, 공작에 이르기까지 정보활동에 있어서 정보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중
요하다. 특히, 여러 정보활동 영역 중에서 정보분석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효과
는 크기 때문에 안보위기상황에 대비한 정보분석 능력의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한 정보분석능력의 강화는 국가위기관련 전략정보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예측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판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우리 정보기구의 정보분
석 능력 제고를 지향하는 이 연구가 직관적인 분석방법을 고수하는 우리 정보분
석의 관행에 새로운 자극이 되어 우리의 분석기법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5)

4) 이와 유사한 분석사례를 보기 위해서는 허태회, 앞의 글, pp. 97-98
5) 허태회, 앞의 글, pp. 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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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진화와 발전
가. 구미 정보학계 정보분석의 진화
세계경영의 차원에서 전략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했던 미국과 영국은 정
보수집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고급정보(적극적 정보)를 정책결
정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분석을 통하여 가공하는 분석 및 평가업무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최근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
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첨예한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구미 정보기관들은
정보분석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정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FBI와 CIA는 정보분석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1920년대 FBI는 이미 외국과의 전쟁상황을 겪으면서 국내 간첩과 불
순한 전복세력을 겨냥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었다. CIA 보다 30여년 먼저
창설된 FBI는 처음부터 국내수집과 수사가 중심활동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
보분석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1939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대전의 상황에서 국내정보 수집의 대표기관으로 FBI를 지정하는
훈령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6) 물론, 이후 냉
전기간동안 미국의 대외정보 타겟이 소련이 되고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봉쇄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되다보니 공세적이며 때로는 불법적인 수집활동에 전념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후버국장의 재임시절에서 최근에 이르기 까지 FBI는 부
서요원들의 분석역량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국내 정보
활동 및 방첩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수집에 주력하던 FBI는 자신의 부서 요원
들에 대한 분석역량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분석역량의 강화에는 소홀히 하
였다.7) 이후 9.11과 같은 몇 번의 정보실패에 이은 의회조사위원회의 결과 FBI
는 실질적으로 분석역량도 미흡하고 분석인력의 수준도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6) Darren E. Tromblay, The U.S. Domestic Intelligence Enterprise: History, Development,
and Operations, (CRC Press, 2016), pp. 316-320
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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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FBI의 정보분석업무란 것이 미국전체의 안보적 이익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의 전략적 목적에서 벗어나 주로 현장에서의 범죄자 기소
및 체포라는 전술적 목적의 분석에 치우진 경향이 있었다.8)
FBI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후발 정보기관인 CIA는 사실 상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정보실패로 인해 국방부 전략정보국(OSS)이 민간정보기관으로 확
대ㆍ개편된 기관이다. CIA는 해외 전장에서의 적의 병력 탐지 및 무기체계의
분석 등에 주력하던 과거의 군사정보기관 전통을 이어받아 처음부터 분석업무
가 중심이었으며 분석을 토대로 휴민트와 공작업무가 핵심업무였다.9) 특히 2차
대전 이후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글로벌 안보이익은 미국의 대표적인
해외정보기관인 CIA로 하여금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업무에 집중하게 하였다. 게다가 CIA의 주 업무 중
하나가 휴민트를 이용하여 각종 공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초
적인 작업으로 정보분석은 중요하였으며 이따금 발생하는 정보실패는 CIA로 하
여금 부단하게 정보분석개혁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CIA의 이런 분석역량 강화
에 대한 집념은 “셔먼 켄트 정보학교”와 “CIA College 설립”으로 나타나게 되지
만 최근의 구미 정보학계에서 논의되는 다수의 정보분석기법 역시 주로 전직
CIA 출신 전문가들의 노력의 산물이다.10)
흥미로운 것은 이런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석기법들이 미국
의 사회과학계통에서 강조하는 계량적 분석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전통
적인 분석기법인 정성분석(Qualitative Methods)을 과학적 추론방식으로 재구
성한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11) FBI는 FBI 대로 수집과 수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개자료에 근거한 통계적 분석보다는 사건 중심 또는 인물 중심의 배경과
8)
9)
10)
11)

위의 책, pp. 330-336.
전웅, 뺷현대 국가정보학뺸(서울: 박영사, 2016), pp. 366-368.
이길규 외 3인 공역, 앞의 책, pp. 10-13.
켄트 스쿨(Kent School)을 중심으로 발전된 이 구조화 분석기법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이
분석기법이 과학적/계량적 방법에 가깝다기 보다는 기존의 직관적/정성적 분석방법을 경험
적 분석인 과학적 추론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
를 위해서는 위의 책, pp. 23-3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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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분석기법인 목표 프로파일링(target profiling),
재무분석(Finincial Analysis), 계보분석(Family analysis), 차량이동경로 분
석 등을 많이 활용하였다.12) 반면에 미국이 아닌 다른 해외지역의 권력변동 및
정치지형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CIA는 경쟁가설 분석, 핵심가정 점검 기법, 악
마의 변론, 레드햇 분석 등 인과관계의 추론에 기여하는 분석방법을 많이 선호
하였다. 물론 구미 정보기관들이 자국 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회과학의
발전과 계량분석기법에 무관심하게 대응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의 학술토론을
살펴보면 FBI나 CIA도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기법이나 수학적 모델링 분석에 대
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보업무에 활용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분석의 목적과 대
상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13) 다만 구미정
보학계의 이런 과학적 분석시도(계량분석 도입시도)는 기존의 금과옥조처럼 사
용해온 정성분석기법에 과학적 분석 및 추론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정치한 형태
의 분석기법인 “대안분석(Alternative Analysis)”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는데 일
부 구미학자들은 이 분석기법들을 “구조화 분석(Structure Analysis)이라고 부
른다.14) 따라서 본 연구 또한 구미정보학계의 분석기법의 개발과정 및 진화과
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보분석 여건에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통적인 정성분석
계량분석의 기초가 정형화된 자료 즉 척도를 통해 계량화될 수 있는 자료와
변수가 전제로 되어야 하지만 사실 사회현상에는 정형화할 수 없는 자료가 많
다. 특히 인간의 사고나 동기 등 심리적인 변인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하여
평가하거나 타당한 사실처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구미 정보기관들은 일찌감
12) 이길규 외 3인 공역, 뺷과학적 정보분석론뺸 (서울: 한반도미래연구원, 2018), pp. 183-236.
13) Sundri Khalsa, Forcasting Terrorism: Indicators and Proven Analytic Techniques
(The Scarecrow Press, Inc., 2004), pp. 21-55.
14) Hank Prunckun, The Scientific Method of Inquiry for Intelligence Analysis(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Group, Inc., 2015), pp.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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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보실무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다양한 정보분석기법을
개발해왔다. 먼저 어떤 분석대상과 관련하여 핵심질문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개
인이나 조직, 사건 기타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
다면 네트워크 분석법(Network Analysis)이 사용된다.15) 이 네트워크 분석법은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며 모레노와 같은 학자들이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2차원 다
이어그램을 고안하며 시작됐다.16) 이 다이어그램은 소시오그램(sociograms)이
라고 불리지만17), 정보학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법이라고 칭한다.18) 경쟁가설분
석법(Competing Hypotheses Analysis)은 귀납적으로 도출된 여러 이론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 분석법은 분석가들이 조사중인 문
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제안들이 제시될 경우에 중요한 해
결방법이다.19) 분석가들은 단 한가지 이론만 수용하도록 강요되기 보다는 경쟁
이론분석을 통해 모든 이론을 평가하게 된다.20) 이 분석기법을 통해, 분석가들
은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 기준이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이론을 찾는다.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은 조사 중인 특정
정치입장이나, 작전전술, 혹은 기타 사안에 적용 혹은 방해가 될 수 있는 사항
들을 조사하는 실용적인 분석기법이다.21) 이 방법은 분석가들이 정보의 장단점
을 신중히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계획한 작전의 성공 가
능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역장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고 ‘저항요인(장애요인)’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또는 ‘촉진요인’을 모으기 위해 실시할 수도 있다.
PEST(거시환경) 분석은 정치(Political) 요소, 경제(Economic) 요소. 사회
15) 이길규 외 3인 공역(2016), pp. 211-214.
16) Jacob L. Moreno, Who Shall Surine? foundations of Sociometry , Group Psycho
therapy and Sociodrama(Washington, DC: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shing, 1934).
17) John Scott,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Newbury Park, CA: Sage, 1991).
18) Hank Prunckun, “The Intelligence Analyst as Social Scientist: A Comparison of
Research Methods,” Police Studies 19, no. 3 (1996), pp. 67—80
19) 이길규 외 3인 공역(2018), pp. 195-197.
20) Richards J. Heuer, Psychology of Intelligence Analysis(Washington, DC: 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99).
21) 이길규 외 3인 공역(2018), pp. 189-193.

122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19권 4호(통권76호)

(Social) 요소, 기술(Technological) 요소를 분석하는 기법이다.22) PEST는 종
속변수를 움직이는 독립변수로써 어떤 조직의 생존이나 번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소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PEST의 순서
를 바꿔 STEP라고 바꾸어 쓰기도 하고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환경적
(Environmental)요소, 사법적 (Legal)요소, 산업적(Industrial) 요소를 더해
PESTELI분석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23) PEST분석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
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와 유사한 의사결정기법으로 SWOT 분석기법이
있다. 즉 SWOT 분석은 특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
는 데 사용되는데 나중에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계량분석의 도입시도
계량분석은 학문적으로 과학적 분석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관찰현상을 수치
화, 또는 수량화하여 현상을 이해하거나 주요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려는
경험적(empirical) 접근방법이다. 계량분석은 모든 사건이나 현상을 객관적인
수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척도(measurement)의 유형에
따라 단순한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Explanation)을 활용하거나 이변량/
다변량의 분석을 통해 통계적인 추론과 설명(Statistical Explanation)을 시도
한다.24) 사회과학분야로는 특히 구미학계가 이런 경험적/계량연구를 많이 강조
하는데 주요 통계기법으로는 단순한 그래프나 도수분포표를 시작으로 하여 확
률에 기초한 카이스퀘어 분석, 베이지안 기법, 상관분석, 산점도 분석, 회귀분
석, 아노바 분석 등이 있다. 그중에 일변량 분석(Univariate Analysis)은 단일
종속변수로 구성된 대상 즉, 사람이나 조직, 위치 등을 단순하게 묘사(기술)하
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라고도 알려져 있
다.25) 일변량분석은 서로 다른 수준의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나
22) Prunckun, 앞의 책, pp. 187-189.
23) 위의 책.
24) 이길규 외(2016), pp. 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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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는 기술통계들이 우측 열에 나열되어 있다. 때때로 도수분포표
(frequency distribution)의 작성이 자료분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카
테고리 안에 관측 수를 세는 것(명목척도 또는 서열척도일 경우) 또는 점수를
계산하는 것(등간척도나 비율척도일 경우)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최종결과
가 정보보고서에 그래프로 표시되거나 글로 설명되어진다.
대상 변수 사이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변량(다변량) 분석을 사용한다. 특히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이변량
분석(Bivariate

Analysis)의

가장

기초적인

방식으로

카이

스퀘어

(Chi-square) 분석이 있다. 카이 스퀘어는 명목척도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분석가에게 가장 유용한 통계기법 중의 하나이다. 적용과 관련하여
전제되는 가정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면 된다. 카이 스
퀘어는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비모수 검정기법(nonparametric test)으로써, 비
모수(nonparametric)란 분포모수의 형태에 대한 특별한 가정(중심 경향치)이 없
는 변수들을 다루는 통계를 말한다.26) 카이통계의 힘은 이 통계가 우리에게 실제
분포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독립 변수간의 상호작용 결과인지를 특정
신뢰도 수준(이를 테면 0.01 또는 0.05)에 의거해서 알려준다는 것이다.27) 카이
스퀘어를 계산하는 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이미 많은 범용 스프레드시트 소
프트웨어가 카이스퀘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면 된다.

25) 위의 책, pp. 270-286.
26) 위의 책, pp. 279-288.
27) 카이 스퀘어의 사용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척도의 데이터들도 사용할 수 있다.
2. 최소한 한 범주 내에 5개 이상의 관찰빈도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5개 이상이 안되면 결과가 의미없을 수 있다).
3. 관찰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카이스퀘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Prunckun, 앞의 책을 참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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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성분석에 과학적 추론을 적용한 구조화분석
(Structured Analysis)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미국학계의 주류인 계량분석에 대
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번의 정보실패를 겪으면서 정보
분석 및 사건예측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던 CIA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기
법이나 수학적 예측분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보업무에 활용하려고 하였
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FBI 역시 대테러업무의 일환으로 하나의 컴퓨
터 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D/B화하여 관련 분석관들이 정보공유를 통해 계량
적으로 정보를 분석해보려고 시도하였다.28) 그러나 이 또한 수사중심적이었던
FBI의 정보수요에 맞지 않아 성공적인 결과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실패
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은 이런 과학적 분석시도(계량분석 도입시도)가 기존
의 정성분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과학적 분석개념에 가까운 방식으로 업그
레이드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런 과학적 분석개념과 원칙을 적용하
여 보다 정치한 형태의 새로운 통합적 분석기법인 “대안분석(Alternative
Analysis)”, 또는 “구조화 분석(Structure Analysis)”이 개발되었다.29) 처음에
대안분석이라는 용어는 다수의 가설을 평가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
며 편향성에 왜곡됨이 없이 타국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말처럼 사용되었
다. 이후 구조화 분석기법(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으로 불리기 시작
한 이 분석은 분석관들이 매일 처리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는 질적 분
석(qualitative analysis)에 관하여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로 이루어진 분석방법을 총칭하게 되었다.30) 그 중에서 우리의 분석주제와 관
련된 구조화 분석기법으로서 구조화 브레인스토밍과 사분면 분할기법
28) Sundri Khalsa, Forecasting Terrorism(Lanham, Maryland: Scarecrow Press, 2004)
29) “구조화 분석기법”과 “대안분석”이라는 용어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CIA에서 분석기법을 발
전시키고 교육해 온 잭 데이비스, 랜돌프 퍼슨(Randolph H. Pherson), 로저 조지(Roger
Z. George)가 제공해 준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구조화 분석기법의 역사를 보기위해서는
이길규 외 3명 공저(2016), pp. 10-19.
30)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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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ant Crunching), 핵심가정 점검기법과 레드햇분석, 역장분석과 SWOT
분석기법이 있다.

4. 구조화분석기법의 적용: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분석
가. 분석준비와 분석틀의 구축
2020년 모월 모일, 우리 분석관들이 미국의 대북군사행동과 관련된 분석보고
서의 작성을 지시받았다고 가정한다. 즉 상부에서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가능성
에 대한 신속한 전망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가 있었다고 하자. 비록
어떤 분석관도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 전능한 예측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향후 미국정부가 앞으로 어떤 군사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일지 향후에 발생할 상황의 범위를 대
략적으로 전망하고 발생가능한 상황의 징조 및 징후를 찾아내도록 지시를 받았
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예측보고서의 작성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할 만한 분석기법으로는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기법이
있다. 다음은 이런 분석과제에 구조화 분석기법을 적용할 경우에 일련의 분석과
정과 절차를 살펴본 것이다.

(1) 분석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정리
다음으로 분석관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행동 및 전쟁개입 사례 조사를
하여 그중에 가장 유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예를 들면, 1950년-53
년 한국전쟁개입 사례부터 1953년 이란의 모사딕 정권 전복 개입,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소련에 대한 해상봉쇄, 1964년 베트남 내전 개입과 1964년 통킹
만 사건, 1965년 미 해병대의 도미니카 공화국 침공,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 이란 이름으로 걸프전 개시, 1992년-1995년 소말리아 내전 무력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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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18일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아이티 군부정권 침공, 2001년 10월 7일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과 후세인
정권제거, 2015년 5월 미국의 IS 공중폭격, 2017년 4월 미국의 시리아 공습 사
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31)

(2) 미국의 과거 군사행동 분석과 시사점 정리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포함하여 미국의 군사행동결정
과정과 관련된 특징과 패턴을 살펴본다. 이를 테면,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 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일명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전쟁
등과 관련하여 당시의 미국군사행동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내외생 변수들
과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런 기존의 미국 군사행동 사례에 대한 조사는 기본
적인 배경지식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보고서의 작성에 여러 가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차
대전 이전이나 이후의 미국 군사개입 사례를 보면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유사한
전략적 패턴이 나타난다.
1991년 걸프전 사례와 2003년 이라크 전쟁사례를 보면 미국의 군사전략에는
매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 군사작전의 기본전략은 ‘힘의
압도적 우위를 통한 굴복’ 작전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군사력이 약
한 국가들에게 미군병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
원할 수 있는 최대의 규모로 적을 강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대규모 병력동
원은 전쟁 전부터 상대의 기를 꺾는 심리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걸프
전에서는 자체 미군병력이외에도 다국적군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이라크군의
사기를 처음부터 약화시킨 적이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3개 항모 강습전
단을 비롯 지상군 수십만 명을 전구에 배치하여 이라크군을 압도해 버렸다. 이
것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 보다 최소 4~5 배가 넘는
31) 미국역사,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8m1279b(검색일: 201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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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의 확보없이는 쉽게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무력개입에 앞서서 ‘심리전’의 효과를 잘 알고 있으며 심리전의
수행에 매우 능하다. 한 미군 장성의 말처럼 ‘미국은 독립이래로 하루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늘 다른 국가와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전쟁준
비에 익숙하다. 물론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개입은 다수가 라틴 아메리카의
약소국이었지만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유고, 이라크와 같이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도 전쟁을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심리전
을 잘 활용한다. 이것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든 안하든 상대의 역량을
약화시키거나 상대방 병력의 사기 약화를 위해 다양한 심리전의 활용에 능하다
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보다 전쟁을 많이 벌인 국가이지만 그만큼
전쟁수행에 있어서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실전 연습을 통해 승리를 확신해야만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걸프전 당시 바그다드의 공습을 위해서 미국 공군은
수만 번 모의실험을 통해 100%에 가까운 성공율을 확신하고서야 감행하였으며
이라크 전 당시에도 고도의 정확성을 확신한 뒤에서야 집중적인 공습을 감행하
였다. 물론 이런 것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는 아군간의 전쟁 피해(Friendly War)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걸
프전이나 이라크 전의 경우 미군의 가장 큰 피해는 적군의 공격에 의한 피해 숫
자보다 아군끼리의 잘못 오인된 전투로 인한 피해가 더 컸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일단 압도적 군사력(overwhelming
military forces)이 확보되면 주변국의 만류나 적의 항복에도 개의치 않고 군사
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행동 결정에는 미국의 국익이나 전략적
판단이 우선될 뿐 주변국이나 심지어 우방국들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군사행동 결정 즉 전쟁의 시작 전에 우방국들의 협력이나 도움을 요청하
기는 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경우 일방적으로 우방국에게 통보만 하였으며
심지어 의회에도 통고하지 않아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있어 왔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공격이 임박하자 이에 대해 겁을 먹은 후세인이 유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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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사찰을 수용하면서 미국의 침공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은 집요하게 후세인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군사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수십만의 지상군이 배치가 완료되고 주변에 3개 미 항모 강습전단과 우
방국 병력이 전투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철회하는 것은 너
무 늦은 것이었다. 더구나 군사행동을 통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이익과 군사행
동의 철회를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의 대차대조표는 비교할 수
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상군 배치가 완료된다면 그것은 군사행동에 있
어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대북 군사행
동과 관련하여 가장 눈여겨 보아야할 핵심적인 징표이기도 하다.

(3) 분석 틀(Analytical Framework)의 구축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예측에 있어서 핵심질문을 구성한다. 즉,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군사행동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는 어떤 군사적
옵션이 있으며 가장 유력한 대북군사옵션은 무엇인가? 미국의 군사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는 무엇인가? 미국 군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촉
진적 요인과 저항적 요인은 무엇이며 미국의 군사행동과 관련 주요 징후와 징표
는 무엇인가? 미국 트럼프정부의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어
서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관련 주요 정책결정자를 영향력 별로 살펴보고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군사행동 목표는 무엇인지 구조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살펴본
다.32) 이를 테면,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의 최종목표가 북한정권의 붕괴(Regime
Change)인 것인가 아니면 북한핵의 완전제거(CVID)인가? 또는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위기극복, 북핵문제를 이용한 미국 국방비 증대와 방위산업 활성화 등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군사행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
생변수들을 검토한다. 이란과의 전쟁위기 고조, 의회 내 트럼프 탄핵 가능성의
증대 등등을 찾아본다. 이런 핵심질문의 분석에서 주요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
32) 이상현,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옵션과 가능성 평가,” 뺷세종논평뺸, 세종연구소,
20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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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다. 여기에서
는 구조화 브레인스토밍, 레드햇 분석, 사단면 분할분석기법, 지표도출 및 지표
타당성 검증기법, 거시환경분석인 PEST 분석기법과 역장분석기법(Force Field
Analyis), SWOT 분석의 적용사례를 살펴본다.

나. 구조화분석기법과 미국의 군사행동분석
(1) 구조화 브레인스토밍
구조화분석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새로운 분석기법들은 아니다.
구조화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창출할 의도로 만들
어진 세부적인 규칙과 절차를 따라가는 집단적인 과정으로서 여러 명의 분석관
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촉진시키도록 자극하는
것이다.33) 구조화 브레인스토밍은 그 과정과 절차를 더욱 세부적으로 구조적
형태로 만들어 보통 분석관이 혼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와 관점을 보게 해주며 이러한 관점의 확대를 통해 더 나은 분
석적 결과를 도출하게 해주는 기법이다.34)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핵심질문에 대
해 구조화 브레인 스토밍을 실행해 본다. 즉, 미국 대북군사행동의 최종 목표는
[표 1] 미국 대북군사행동의 목표정의
국방비 증액과

북한정권의

북한핵 제거:

미국의

선 핵동결

트럼프 정부의

붕괴

비핵화

패권강화

후 비핵화

정치위기 극복

중국과

북한의

탄핵정국

국방력

러시아 압박 핵실험 동결

극복

증강기회

이란에 대한 북핵 동결후

중간선거 및

미국

재선 승리

패권강화

북한
김정은제거

북핵의
완전제거(CVI
D)

북한체제의

북핵동결을

붕괴

거칠 경우

압박

33) 이길규 외 3인 공역(2016), pp. 125-131.
34) 위의 책,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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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방위산업
활성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미국 트럼프정부와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해 잘 알
고 있는 일단의 분석관들을 소집하여 스티커 쪽지와 펜을 나누어 준 다음에 미
국 트럼프정부의 대북군사행동의 최종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여
모든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군사행동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정리한다. 이를테면, 지난번 군사
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에 한참 언론에 등장했던 ①전술핵무기의 재배치, ②사
드를 포함한 대북 미사일 요격능력의 증강, ③대북 해상봉쇄의 실시, ④대북 외
과수술식 선제타격,35) ⑤북한 지휘부 제거작전(김정은 참수작전), ⑥미국 지상
군의 한반도 전진배치 및 증강 등을 아래처럼 정리한다.
이어서 트럼프 정부의 가장 유력한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레드햇분석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분석관들이 다른 국가의 행동을 예측하려
고 할 때 그들은 거울 이미지라는 일반적 오류, 즉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세계
를 인식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자연적인 성향을 극복할 필요가 있
다.36) 레드햇 분석기법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위협과 기회를 인식하
려고 할 때 유용한 분석기법이지만 대상 국가나 인물들에 대한 충분한 문화적
이해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효용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다. 분석대상이 인식하는
대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분석관으로 하여금 어떤 문

35) 미국의 전략자산은 로널드 레이건호와 같은 항모전단(배수량 10만톤의 항모와 70여대의 각
종 함재기, 항모 호위를 위한 2척의 순양함 7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 4척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ssbn 핵잠수함(핵탄두 장착)
과 오하이오급 ssgn 핵잠수함(재래식 무기 토마호크 탑재 + 특수부대원 침투용으로 개조),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와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2발의 JDAM 유도폭탄과 8발의
GBU-39 SDB 유도폭탄 장작),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B-1B 스텔스 폭격기, B-2 스텔
스 폭격기(250kg의 JDAM 80발 + 무게 14 톤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운용), 가장 오래된 B-52 폭격기(무게 221 t의 대형
폭격기로 31t의 폭탄을 탑재) 등이 있음. 미국의 전략 및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한반도로
집결하는 전략자산,” http://cafe.daum.net/ocs224(검색일 : 2018.2.12), 미국의 국방전
략에 대해서는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
2012; 최우선, “미국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아시아안보,” 뺷주요 국제문제분석뺸, 국립외교원,
2012. 등을 참고할 것.
36) 이길규 외 3인 공역(2016), pp. 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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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옵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결과
해상 공격

육상공격

대북해상봉쇄인 경우: 북한

미사일 요격능력 강화일

연안에 대한 봉쇄일 경우

경우:

미국 해군력만을 이용할
경우

사드의 추가배치일 경우

일본을 포함한 우방국을

새로운 요격시스템 도입할

동원할 경우

경우

공해상의 봉쇄일 경우

미군 특수부대를 이용할
경우

유엔안보리를 활용할 경우

잠수함을 사용할 경우

안보리 제재가 어려울 경우

항공모함을 이용할 경우

공중폭격
공군력을 동원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 F-22, F-35
동원
글로벌 호크를 이용할 경우
해군력을 동원할 경우
핵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사용할 경우
항모에서 미사일 발사할
경우

제나 이슈에 대해 다르면서도 더 정확한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예측해야하는 분석관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문화적 맥락속에서 상대방의 관
점으로 바꾸도록 해주며 이러한 재구성과정은 전통적인 분석틀로서는 검토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생각에 자극을 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분석의 사각지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37) 트럼프 정부의 가장 유력한 대북군사행동 옵션은 무
엇인가?에 대하여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우선순위를 작성해본다. 미국 정부가
대북군사옵션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의 선택이유로 참고하였던
여러 가지 대안을 설명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위의 책.

132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19권 4호(통권76호)

[표 3] 레드햇 분석과 트럼프정부의 대북군사행동옵션 우선순위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옵션 종류

평 가

한반도 주변에 미 지상군 증강배치

15

신형 전술핵무기를 동원한 정밀타격

14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한 초정밀 선제타격

13

F-22, F-35, B-1B를 이용한 공중 정밀타격

12

핵잠수함의 토마호크를 이용한 정밀타격

11

신형전술핵무기 배치와 해상봉쇄 동시 실시

10

특수부대의 침투와 해상봉쇄 동시 실시

9

북한근해 대북 해상봉쇄 실시

8

북한연해 대북 해상봉쇄의 실시

7

사드 추가배치와 신형전술핵무기 배치

6

B61-12 신형 전술핵무기의 개발배치

5

B 61 구형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

4

사드의 해상 추가 배치 및 해상 미사일 요격능력 강화

3

사드의 추가 육상 배치 및 육상 미사일 요격능력 강화

2

공중을 통한 특수전 부대 침투

1

해상을 통한 특수전 부대 침투

0

사분면 분할 기법은 핵심가정 점검기법과 복수 시나리오 수립 기법을 결합하
여 일련의 대안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작성하는 분석으로써 이 분석과정은 특히
어떤 공격자의 의도와 실천계획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된다.38) 이 분석기법은 분석관이 그럴듯한 대안적 시나리오의 수립을 통해 가
장 가능성이 높은 공격행태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며 분석관이 분석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가정을 찾아내고 도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이다. 사분면
38) 위의 책, pp. 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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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정부의 대북군사행동 관련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법
들을 브레인스토밍 한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부터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까지 모든 시나리오 목록을 작성한다.39)
[표 4]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대한 사분면 분할기법: 대안적 차원 보기
핵심구성요소
누가?
(공격자)
무엇을?
(무기)
어디에서?
(공격장소)
어떻게?
(공격방식)
왜?
(공격동기)
언제?
(공격 시간)

선행 가설

대안적이거나 반박되는 차원의 가정들

미공군

해군

특수부대

신형 전술핵무기

토마호크 미사일

특수전 부대

핵시설/미사일기지

700개의 전략목표

북한수뇌부

동시다발/일회적

동시다발 및 지속적

일회적

북한정권 궤멸

북한핵의 완전 무력화

북한수뇌부 제거

3개원 내에

중요한 날짜에

최적의 날짜
선택후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느 시나리오가 가장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시나리오이
며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는데 어떤 핵
심적인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즉 과연 이 분석기법이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데 있어서 어디를 집중해야하는지를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이다.

39) 1단계로 먼저 선행가설을 제시하고 다음에 이 선행가설을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성요소별
로 작성한다. 이어서 각각의 가장 중요한 요소별로 2~4 개의 반박되는 논점을 찾아 기입하
고 이러한 반박 가정들의 조합들을 2 x 2 매트릭스에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사분면
안에 하나 또는 두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모든 시나리오를 정리하여 가장 신뢰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정리한다. 이어서 사분면 분할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관련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부터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까지 모든 시나리오 목록을
작성하고 평가한다. 이 사분면분할기법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이길규 외 3인 공역(2016)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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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대안가설의 우선순위 보기
사분면 번호

대안 가설

평가

신형 전술핵무기 이용 정밀타격과 해군력을 동원한 초정밀
1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 미지상군 증강배치 + 대북해상봉쇄

5

실시
3
9
2

F-22, F-35, B-1B를 이용한 공중 정밀타격 +핵잠수함의
토마호크를 이용한 정밀타격 + 북한근해 대북 해상봉쇄 실시
해군력을 이용한 공중 정밀타격 + 신형 전술핵 배치 +
북한근해 대북 해상봉쇄 실시
사드 추가배치와 신형전술핵무기 배치 +북한근해 대북
해상봉쇄 실시

4
3
2

6

사드 추가배치와 신형전술핵무기 배치

1

8

특수부대의 침투와 해상봉쇄 동시 실시

1

PEST는 정치(Political) 요소, 경제(Economic) 요소. 사회(Social) 요소, 기
술(Technological) 요소를 줄인 말로써 거시환경분석이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분석대상(Target)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외부적인 요인과 관련된다. 여
기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변수 즉
외생변수의 분석에 사용된다. 기업계에서는 PEST분석법을 조직이나 시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한다.40) SWOT이 타겟(목표)
의 행동이나 갈등요소를 조사하는 반면 PEST분석법은 사건이 발생한 환경을
조사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으로 PEST분석은 거시적 분석법이고 SWOT분석
은 미시적 분석법이다. PEST분석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SWOT분석에 도움이 되
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대해 먼저 거시환경분석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도출해본다. 즉, 미국의 군사행동 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는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경
제, 사회, 기술적 요인을 살펴본다. 어떤 거시적 요소가 미국의 군사행동결정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지 찾아내어 각 각의 가장 중요한 요소별로 차례대로

40) Prunckun, 앞의 책, pp. 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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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검토해 본다.
[표 6] 외생변수 도출을 위한 PEST 분석정리
유형

거시 환경적 요인(외생변수)

P(정치적 요인)

트럼프의 탄핵위기 고조,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발발

E(졍제적 요인)

중국과의 무역분쟁 심화, 미국 나스닥의 붕괴, 실업율 급증

S(사회문화적요인) 트럼프 정부의 스캔들 확산, 미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확산
T(기술적 요인)

첨단 신형 무기 개발 완료, 또는 초고성능 EMP의 개발

미국의 군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적 요인과 저항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이 적절한 분석기법이
다. 이 분석은 조사 중인 특정 사안에 적용 혹은 방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조사하는 실용적인 분석기법이다.41) 이 방법은 분석가들이 정보의 장단점을 신
중히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과 관
련하여 ‘촉진적인 요인’과 ‘저항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분석기법이다. 여러 분야 전문가(여기선 정부 부처)를 소집해 브레인스토
밍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석가들은 역장분석표를 통해 장단점을
논의하며 사안들을 정리하여 정책결정자가 선호할 만한 결과를 제시 한다. 여기
에서 역장분석이란 조사 중인 사안의 ‘촉진요인’ 과 ‘저항요인’ 을 확인하는 방
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석가들이 단계적으로 ‘저항요인’을 줄이는 방법을 가
시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41) 위의 책, pp. 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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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대한 역장분석(Force Field Analysis)
촉진적 요인
1단계

2단계

3단계

저항적 요인

트럼프 정부 내 강성 참모진용 구성

트럼프정부 내 내분과 자중지난

반박논리:

반박논리:

트럼프에 대한 국민지지율의 상승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 급락

반박논리:

반박논리:

공화당내 트럼프 지지의 강화

의회의 통제 및 반대기류 확산

반박논리:

반박논리:

미국의 대북군사작전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으며 정교하고 치밀한 사전준비
와 전략자산의 배치가 필요하다. 미국이 이런 군사적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
기려고 한다면 최적의 가능한 수단과 방법, 효과와 비용에 대한 정밀한 검토,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 자신의 군사자산과 인명피해의 감수할 정치적 의지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결정되면 먼저 ⓐ미국의 공
세적 심리전이 개시되고 이어서 ⓑ한국 내 거주 미국 민간인 및 비전투요원의
소개작전(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이 실시될 것이며42) ⓒ한
미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상향 조
정이 뒤따를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이동배치 시
작인데 이것은 최소한 2-3개의 항모전단과 전략핵 잠수함, B-2, F-22 등의 첨
단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인근지역에 전진 배치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만 미국의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이미 이런 항모전단의 군사훈련 실시와 전략폭
격기의 한반도 비행연습이 실행된 적이 있어 실전에 앞서 모의연습을 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일본 내 유엔후방사의 전시전개 준비상황 돌입이 본격화
되어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의 한반도지역 전개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43)
가장 심각한 상황은 ⓕ미국 지상군의 한반도 전진 배치 및 증강이다. 미국의 전

42) 이상현, 앞의 글.
4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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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전략이 첨단전쟁으로 인해 많이 바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
으로 상대의 전의상실 및 완전 무력화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걸프전 당시에도
미국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개전의지로 우방국들
의 지원을 받아 다국적군과 미군을 이라크 주변지역에 적국보다 4~5배가 넘는
압도적인 지상군을 증원배치하고 공중폭격을 한달 간 감행한 적이 있다. 미국의
과거 군사행동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지상군의 증원배치에 나
서기 시작하면 미국의 군사공격은 되돌리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예시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군사적 징표가 있지만
이외에도 각종 주요 경제지표도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다. 즉 월가의 주식시장
나스닥 지표와 달러화의 환율급락 등도 미국의 군사행동 관련 중요한 징표로 활
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행동 지표의 분석에서 유의할 것은 예측성 지표와 기
술형 지표가 있으며 구두지표와 행위지표, 전략지표와 전술지표가 있는데 이들
의 진단가치를 잘 판단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정부의 새 안보
전략 발표는 예측성 지표라기 보다 기술형 지표이며 트럼프의 연두교서에서 밝
힌 대북관련 발언은 행위지표라기 보다 구두지표라는 것이다. 또한 3척의 항모
파견이나 B-1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이동배치 및 해상훈련 등이 전략지표
라고 한다면 과거 내정된 빅터 차의 주한 미대사 임명취소 등은 중요한 전술지
표라고 할 수 있다.44)
마지막 질문인 미국 트럼프정부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의사결
정지원기법인 SWOT 분석을 사용해본다. SWOT분석은 특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 이 분석기법을 사용할 때 정보분
석관은 우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의 리스
트를 만들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외부환경을 기회와
위협으로 구분하여 리스트로 만드는 것이다.45) 따라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
44) 주요 지표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 주요 핵심 측근들의 발언 및 행동,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의 임명취소 등이
있다.
45) 이길규 외 3인 공역(2018), pp. 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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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사행동과 관련하여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의 형태로 SWOT
분석을 실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미국의 군사행동결정에 대한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 다양한 군사행동 옵션 가능

o. 미 지상군 증원의 어려움

o. 일본의 백업지원 가능

o. 미국의회와 여론의 반대

o. 신형 전술핵무기의 개발완료

o. 한국 및 중ㆍ러의 반대

o. 압도적 군사력과 전쟁수행 경험

o. 트럼프 정부 내의 분열과 혼선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o. 오랜 숙제인 북핵제거와 비핵화 달성

o. 북미 간 전면전 가능성 고조

o. 탄핵위기 모면 및 재선가능성 증대

o. 미국대 중국/러시아 갈등 심화

o. 국방비 증액과 방위산업활성화

o. 한미 관계 경색 및 악화

o. 미국의 패권강화에 기여

o. 일본열도/일부 미서부지역 파괴가능성

여기에서 제시된 각종 요인들은 구조화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그럴듯한
예시들이다.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대한 가상적인 SWOT 분석의 결과, 미국
트럼프정부에게 기회적인 요인은 북핵제거와 비핵화 달성이라는 오랜 숙원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위기 모면 및 재선가능성 증대, 국
방비 증액과 방위산업활성화, 미국의 패권강화 등이 있다. 이들은 미국의 현 정
부가 버리기 쉽지 않은 기회요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약요인으로 나타난 미국
의회와 여론의 반대를 비롯하여 미 지상군 증원의 어려움과 주변국들의 반대(한
국 및 중국, 러시아의 반대, 심지어 일본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위협요인으로 일본열도 및 괌지역과 미국 서부 일부지역의 파괴, 한미관
계 악화 및 미국대 중국/러시아 갈등 심화 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이 중에 미국의회의 통제 및 반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미국의 군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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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결정권(선전포고)이 사실 의회에 귀속되어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의 참패이후 미
행정부의 이런 독자적 군사행동을 저지하고자 1973년 의회가 전쟁수행법(War
Power Act)을 제정하였으나 이후 레이건, 클린턴, 부시 어느 누구도 이를 따른
적이 없다.46) 그 이유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의회에서 한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대통령이 헌법 2조(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47) 있다. 미국헌법 2조는 헌법적으로 미국 대통령도 국민
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전쟁수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의회가 대통령의 독자적인 군사행동 결정을 제어하
려고 하지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행동 결정에 가장 장애적인 요인은 미 지상군의
증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에는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에서부터 ‘사드 포함 대북미사일 요격능력 증강’, 대북해상봉
쇄의 실시, 대북선제타격, 북한지휘부 제거작전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그러나
실제 방어적인 성격의 조치인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그리고 ‘사드 포함 대북미
사일 요격능력 증강’을 제외하면 북한과의 전면전을 고려하지 않고는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옵션인 대북선제타격이나 북한지휘부 제
거작전 등은 군사적으로 최후통첩을 의미하는 초강경조치이기 때문에 미지상군
의 전면배치 없이 북한과 같은 막강한 군사력의 국가에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
다.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있어서 가장 유력한 선행가설은 거의 모든 군사적 옵
션을 다 활용하는 전면전 수준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부시정부가 지난 10
년 간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종료된

46) 상대에 대한 기습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군병력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이 어떻게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전쟁공격을 알려가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논리임.
47) 2017년 9월 미국의회는 트럼프에 적대적이며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독단적
무력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무력사용승인법(AUMF: Authorization use of Military
Force)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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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제 2~3년이 채 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피해가
미국 국민들의 뇌리에 여전히 남아 있고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대규모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전면전 수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 미국국민들의 정서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 급변, 북미 관계개선의 교착, 한일갈등의
심화 등 동북아 안보지형이 어느 때 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불확
실한 안보 상황에서 뛰어난 정보역량으로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우리 정보기관들도 이러한 정보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정보분석연구는 물론 전문가들의 채용을 통해 분석역량강화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CIA, DIA 등을 비롯한 구미 정보기관들이
국내외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정보분석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해외 분석기법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안보위기와 관련하여 아직 조기경보체계가 미비
하고, 위기발생 이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존의 위기대응 관행에서 탈
피,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
분석기법을 가상사례에 적용하여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우리보다 많은 경험
과 정보활동 노하우를 축적한 구미 정보기관들의 분석기법을 살펴보고 이들을
가상의 미국 군사행동분석에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가상사례로 설정한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분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분석
기법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분석기법을 적용
하고 활용하는가이다. 구조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사분면분할기법을 사용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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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다. PEST 분석을 통해서는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결
정에 장애가 되는 외생변수들을 살펴보았으며 SWOT 분석을 통해서는 정책결
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기회적인 요인과 취약요인, 강점과 위협요인
등을 도출해 보았다.
구조화분석기법의 장점은 분석관의 인지적 편향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즉 정보실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분석관의 인지적인 편향
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지적 편
향성이나 추론의 오류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성을 분석과정에
서 제거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화 분석기법의 역할은 분석관이 생
각하여야 할 광범위한 선택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직관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
게 하고 분석관이 자칫 범하기 쉬운 인지적 편향과 직관적 함정에 빠지지 않게
경계시키면서 대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48) 구조화 분석기법(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은 분석관이 입수한 불완전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기만적
인 첩보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 분석방법으로서 내적 사고의 절
차를 시스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한다.49) 분석과정과 결과
를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하고, 공동작업을 통해 상호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
록 한다. 분석관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수렴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분석의 투명성과 합리적 절차가 구조화 분석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50) 또한
분석주제를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구조
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적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분석관 스스로 분석
결과를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과정의 투명성이 조직
내부 또는 기관내부의 업무협조에 필수적인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것이 항상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공식(formula)으로서 존재
48) 구조화분석기법의 유형별 활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Richards J. Heuer & Randolph
Pherson. 2nd Ed. 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 for Intelligence Analysis (Sage,
2015). 참조할 것.
49) 허태회, 앞의 글.
50)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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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인 형태로 여러 분석기법을 조직화하는 것은 분석과정에
서 오류의 정도와 빈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51) 다만, 구조화분석기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기법에 대해 지나치게 환상을
가지거나 기대를 갖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가상사례로 미국의 대북군사행
동을 분석하는데 이 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보았지만 그 자체로 엄청나게 획기
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결국 구조화분석기법은 하나의 테크닉이지 본
질이나 실질(Substance)은 아니다. 특정주제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이 없이는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굴 또는 예기치
않은 변수와 상황분석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전문 분석관이 쌓은 오랜 경험과
경륜에서 오는 직관적인 통찰력 역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구조화
분석기법이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슬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수정구슬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유용한 보조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51) 이길규 외 3명 공역(2016), pp.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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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tility of Intelligence Analyses
Developed Abroad
Tae-hoi Huh (Sunmoon University)

As such uncertain situations in East Asia are rapidly unfolded, it has
become significant to improve intelligence analysis and inform decision
makers about the incoming crises. When multiple U.S. intelligence bodies
like CIA put lots of efforts to develop good analytic techniques in order to
cope with future crisis, we also need to develop new alternative analyses,
which can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nhance our analytical skills.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investigate the utility of some analytic techniques
like structured analyses developed by retired CIA intelligence analysts. This
study explores into the utilization of structured analytical techniques by
applying them to a simulated case of American invasion to North Korea,
which almost became to be a plausible scenario by CNN two years ago. As
a result of applying to a simulated case such various analytic techniques like
Structured Brainstorming, Red Hat analysis, Quadrant Crunching, this study
came up with a conclusion that we should be working harder to strengthen
our analytic capacity.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guard against too
much expectations to these alternative analyses since they seem to be more
techniques rather than substance. These analytical methods help intelligence
analysts identify the blind spot of their analyses and enlighten them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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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their cognitive biases. However, as they are no more panacea,
we need to use these methods more as an auxiliary instrument than as a
crystall ball of fortunetelling.

Key Words: Intelligence analysis,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order,
Intelligence capacity, Structured analysis, Decision making,
Cognitive bias. Blin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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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지효근 (국방부)

1. 서 론
2. 군사혁신의 이론적 분석틀
3. 공지전투(ALB)
4. 다영역작전(MDO)
5. 결 론

군사혁신에 대한 연구는 언제,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조건에
서 성공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사혁신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가
져오는 결과, 즉 성공여부에 따라 국가안보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군사혁신의 대표적 학자인 포젠은 군대에 대해 변화를 원하지 않는 관료
적 속성을 가진 조직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군 내부적인 군사혁신은 어려
우며 정치지도자의 개입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정치지도자는
군사에 관련된 정보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내 소수의 개혁세력들을 통
해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젠은 외국의 군사적 행동이나 정치지도자의 개입이 군사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본다. 오히려 군지도자의 미래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서 군사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전시의 혁신
이 훨씬 더 용이하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경
우가 많아 평시혁신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혁신을 전투수행방식의 완전한 변화로 정의하고 군
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균형에 의해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대안
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군대는 정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의 지원 속에 군지도자의 미래전 인식변화
와 군내 개혁세력의 구축이 군사혁신의 성공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변수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을 사
례연구하였고, 결론적으로 대안적 분석틀에서 제시한 내적요인, 즉 군지도
자의 미래전 인식변화와 군내 개혁세력 구축, 그리고 외적요인인 정치지도
자의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 주제어 | 군사혁신, 정치지도자, 군사지도자, 공지전투, 다영역작전

1. 서 론
세계 최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인 환경을 보면 국방의 중요성
을 새삼 깨닫게 된다.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로 미러간 전략무기 군비경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일 3각 동
맹체제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동맹의 가치를 고려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무용론 제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요구, 여기에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 등은 자칫 양국
간 위협인식의 불일치를 야기하여 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도 안보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가용 입대자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병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사들
의 숙련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병력감축과 부
대개편까지 이뤄지고 있어 산술적인 대북 군사력 비율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 국방개혁을 시도한 바 있
고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을 거
두었다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
한다. 과연 어떤 조건하에서 국방개혁 또는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인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군사혁신 성공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전쟁의 나라라고 할 만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런 가운데 많은 군사혁신이 이뤄졌다. 특히 공지전투(AirLand Battle)와 다영
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은 미국의 군사혁신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따라서 이 두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어떤 변수가 군사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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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군사혁신에 대한 이론적 논
의를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공지전투 독
트린과 다영역작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
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군사혁신의 이론적 분석틀
이 장에서는 군사혁신에 관한 용어와 기존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에서는
군사혁신이라는 용어보다는 국방개혁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왔다. 이 외
에도 군사변환, 군사분야혁명 등과 같은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군사
혁신에 대한 담론의 발전을 위해 용어사용의 보다 명확한 구분과 개념정의가 필
요하다. 왜냐하면 군사혁신이란 용어가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마구 사용됨
으로서 용어의 혼란이 발생하고 학문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은
근본적인(fundamental)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직의 부분적 변화, 군사기
술의 변화, 교리의 발전 등을 혁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담
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작은 변화는 그야말로 ‘개선’이란 용어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존 논의 검토를 통해 군사혁신의 성공 요소를 검토하고 이들이 갖
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의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가. 군사혁신에 대한 용어 정의
군사혁신의 의미는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져 왔다. 국방개혁(Defense Reform),
군사분야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그리고 군사혁신(Military Innovation)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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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방개혁부터 살펴보면, 이 용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어왔
다. 특히 개혁의 주체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외부요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
에 어떤 변화의 상징성을 위해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방개혁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원과 조직을 최대한 줄여 운영비를 줄임으로서 절약
한 자원을 전력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군사혁신과 의미를
같이 한다.1) 이런 점에서 보면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면 국방개혁은 외부 행위자가 개혁의 주체가 되고 군은 개혁의 대상
이 되는 느낌과 함께, 용어 자체가 정치적 뉘앙스를 갖는 반면 군사혁신은 군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보다 군사적 뉘앙스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군사분야혁명이다. 1991년에 발생한 걸프전쟁(Gulf War)을 계기로
군사분야혁명이란 용어가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 용어는 1980년대 후반 미국에
서 정보혁명의 군사적 함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편화되었다. 이 시기 미국에서
는 기술적 요소들이 갖는 군사적 함의 때문에 군사기술혁명(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적 요소
들보다 사회, 경제적 요소들이 갖는 군사적 함의를 중시하면서 군사분야혁명이
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2) 용어의 연원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분야혁명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하
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사변환이다. 군사변환은 군사기술을 반영한 무기체계의 변화, 교
리의 변화 등 주로 외형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
된 것은 1997년 발간된 “군사변환: 21세기의 국가안보”에서였다.3) 미국의 기존
전투수행개념은 공지전투였는데, 이것은 구소련의 위협과 같은 정규전에 대응
하기 위한 것으로 테러와의 전쟁에는 적합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짧은 시간
1) 홍규덕, “국방개혁 추진 이대로 좋은가?,” 뺷전략연구뺸68권(2016), p. 108.
2) 이수형, “군사분야혁명과 나토(NATO)의 방위능력구상: 동맹의 전력구조에 대한 함의,” 뺷국
가전략뺸8권 1호(2002), pp. 137-138.
3) 고상두,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독미군의 철수,” 뺷국가전략뺸14권 3호(200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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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재배치하거나 여단급의 경량화된 부대구조로 재편하여
테러조직과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고 이러한 혁신을 포괄하는 용어로 군
사변환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군사혁신이다. 군사혁신 연구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로젠
(Stephen Peter Rosen)은 작전개념이 중대하게 변화되거나 새로운 작전개념이
수립되는 것을 군사혁신으로 정의했다.4) 즉 군사조직 행태상의 중대한 변화,
곧 조직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며, 조직되는가의 변화와 연관하여 정의하고 있
다. 그는 또 신기술이 군대조직상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 군사혁신에 포
함하지 않고 ‘연구개발’ 또는 ‘군사기술혁신’으로 간주했다. 군사혁신은 하드웨
어적인 측면을 포함하지만 새로운 작전개념의 수립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
면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군사혁신과 병행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의미와 차이를 살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용어들 모두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에 따
라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군사분야혁명과 군사변환은 군사기술, 부대구
조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교리와 같은 운용적 측면의 소프트
웨어적 요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수행방식의 변화라
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용어들보다 군사혁신이 이것을 더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군사혁신을 전투수행방식의 완전한 변
화로 정의하기로 한다. 혁신은 ‘개선’, ‘발전’, ‘변경’ 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혁신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혁신은 군사
기술, 군조직, 지휘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 등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통해 싸
우는 방식, 즉 최종적으로는 전투수행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로 귀결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군사혁신은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
되는 전투수행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

4) 스테판 피터 로젠 저, 권재상 역, 뺷 장차전의 승리뺸(서울: 간디서원, 2003),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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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군사혁신에 대한 논의는 군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이뤄진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 공지전투 개념이 등장하던 시
기, 그리고 2000년대 초반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연구
가 이뤄진 바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이 시기 주로 군대와 군 관
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대안적인 정책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론적 진전은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병구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군사혁신의 이론적 논의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
다.5) 이병구는 이라크 전쟁 중 미국의 대반란전 교리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군
사혁신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즉 군사혁신이 군대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론과 외부적으로 강제해야 가능하다는 이론 사이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그러나 이병구의 연구조차 용어와 표현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그는 군사
혁신의 발생을 설명하는 두 이론, 곧 내부적 군사혁신 이론과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군사혁신의 발생과 군사혁신의 성공을 동
일 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용어 정의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군사혁신은 과
거와 완전히 다른 전투수행방식의 변화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사혁신의 성공
여부는 전투수행 방식에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판단
하는 것인데, 이병구의 연구는 군사혁신의 발생을 군사혁신의 성공과 동일시하
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군사혁신이 발생하는 원인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 과
거 전쟁에서 패한 경험, 잠재 적국에 대한 위협 인식, 심지어 정치지도자 또는
군사지도자 개인의 선호, 로비스트의 압력, 국가경제력 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5) 이병구, “이라크 전쟁 중 미군의 군사혁신: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군사혁신 이론의 타당성
검증을 중심으로,” 뺷군사 뺸91집(2014), pp. 34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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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으로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변수를 단순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군사혁신이 왜 일어나는가보다 어떤 조건에서 성공하는가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병구의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외부적 군사혁신이론과 내부적 군사
혁신이론은 주로 포젠(Barry Posen)과 로젠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들이
연구한 것은 군사혁신의 발생원인보다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것이다.6)
여기에서는 이 두 학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을 살펴볼 것
이다.

(1) 포젠: 정치지도자의 후원을 받는 군내 혁신세력을 통한 군사혁신
포젠은 군대를 관료적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하고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혁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군사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7) 그는 또 정치지도
자들이 군대 내에서 소위 이단아(mavericks)로 분류되는 소수의 개혁세력을 지
지하고 후원함으로서 군사혁신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젠은 군대가 정치지도자들 보다 군사에 관한 정보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정보의 우위에 있는 군대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함으로써 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치지도자
들이 군대가 갖고 있는 정보 우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군에 대한 의
존도를 낮춤으로서 정치지도자들이 원하는 군사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소수의 개혁세력이다. 이들 개혁세력은 정치지도자들이 갖
고 있지 않은 경험과 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혁신을 주창
6) 포젠과 로젠의 주장에 대한 비교와 설명은 Rob Sinterniklaas, “Military Innovation:
Cutting the Gordian Knot,” Research Paper of Netherlands Defense
Academy(October 2018), pp. 7-11을 참고바람.
7) Barry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Ithaca: Cornell University, 1984), pp.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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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들은 군대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된다. 소수의 개혁세력은 정치지도자들
과 연대함으로써 비로소 군대 내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정치지도자들은 제
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진급을 보장함으로서 개혁세력이 군사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결론적으로 포젠은 군대를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조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군대 스스로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이
개입해서 외부로부터 군사혁신을 추구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젠의 주장은 군대를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직된 관료집단으로만 본
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상정한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은 정치지
도자의 개입도 중요했지만, 군대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에
포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2) 로젠: 고위 장성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포젠과 달리 로젠은 군 고위급 지도자들이 미래전의 양상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혁신을 스스로 해나간다고 하는 군대의 내적요인을 강조한다.8) 즉
고위 장성들이 새로운 전쟁 수행방식을 선호하는 신진 장교들에게 진급을 보장
하여 위로부터 아래까지 군사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로젠은 군사혁신을 평시혁신과 전시혁신으로 구분하고 전시혁신이 더 용이하
다고 주장한다. 평시혁신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길고 힘들다고 설명
한다.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급 구조상의 변화가 생기면, 장교단은 시간
이 지나면서 교체되지만, 그 시간이란 초급장교들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시간과
맞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혁신은 20년 내지 30년 후의 미래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하며, 혁신의 속도도 더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의 상황에서 군사혁신은 훨씬 더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8) 로젠, 앞의 책,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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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전투로 인한 손실 때문에 초급장교들이 신속하게 고위직까지 진급하여
올라갈 것이고 전투경험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학습의 기회가 대폭 증가하기 때
문이라고 주장한다. 전시혁신의 경우, 혁신의 효과가 전쟁에서 발휘되려면 혁
신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통제를 취
하는 지휘구조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전시혁신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전략적 대안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숙고 없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실제
로 그렇게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젠은 전시혁신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평시에 혁신이 이뤄지
도록 해야 하며, 평시혁신은 군대가 미래전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로젠은 외국의 군사적 행동이나 정치지도자의 개입이 군사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본다. 또 전시혁신이 평시혁신보다 용이하
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대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평시혁신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로젠의 주장은 포젠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군대의 자발
적 군사혁신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민간 정치지도자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두 사례는 군사 지도자들의 역할
과 함께 이들이 추진하는 혁신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대안적 분석틀: 군 내적요소와 외적요소의 균형
포젠과 로젠은 군사혁신의 동인과 군사혁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
해 통찰력 있는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군내의 속성을 지
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외부 또는 내부 요인을 배타적으로 중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군대는 국가의 조직 가운데 하나이고, 당연히 국가의 통제 하에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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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전투수행방
식의 근본적 변화인 군사혁신이 국가와 군대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분석틀로 정치지도자로 대변되는
군 외적요인과 군사지도자의 미래전에 대한 인식변화 및 군대 내 개혁세력의 구
축과 같은 군 내적요인의 상호 보완적 작용을 주장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군사혁신의 성공요인 분석틀
외적요인

구분
내
적
요
인

강
강
약

성공
(공지전투, 다영역작전)
실패

약
실패

미시도

<그림 1>의 각 분면은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의 결합조건에 따라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각 분면이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기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외적요인
과 내적요인 모두 강할 경우 군사혁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두 요인
가운데 하나라도 약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둘 다
약할 경우 군사혁신은 시도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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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전투(AirLand Battle)
가. 공지전투의 개념과 발전
공지전투는 1973년 10월 발생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이집트, 시리아) 간 전
쟁(Yom Kippur 전쟁)의 교훈으로부터 발전된 개념이다. 미 육군과 공군은 당
시 유럽 전역에서 소련군과 바르샤바군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욤 키프르전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군이 베트남전 같은 대반란전에는 적합하나, 중부 유럽에서 발생 가능한 대규
모 정규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9)
공지전투 교리의 발전은 베트남전에서 패한 이후 좌절감과 당시 미군의 전력
이 소련의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에 비해 열세했던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베트남
전에 몰입해 있는 동안 소홀했던 중부유럽으로의 관심전환과 새로운 군사전략
을 모색하였는데, 이 결과 공지전투 독트린의 초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극
방어’(Active Defense) 독트린이 1976년 발표되었다.10)
적극방어 독트린은 현대전이 과거의 전쟁에 비해 더 파괴적이고 더욱 빠르게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훈련강화, 전술개발, 지형지물 활용, 제병협동작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11) 적극방어 독트린은 소련군의 작전적 돌파 기동을 차단
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방어중심의 독트린이었다. 적극방어 독트린의 핵심은 적의
돌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투지역전단(FEBA)에 최대한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다. 또 적의 돌파지점에 최대한의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 전술예비를 두지 않았
는데, 이것은 사단급에 특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예비대 없
이 적의 돌파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고도의
9) David G. Perkins, “Multi-Domain Battle: Driving Change to Win in the Future,”
Military Review(July-August, 2017a), p. 8.
10) Douglas W. Skinner, “Airland Battle Doctrine,” Center for Naval Analysis
Professional Paper(September 1988), p. 3.
11) John L. Romju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Ft. Monroe: U.S. TRADOC, 198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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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력을 갖춘 적에 대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관론을 확산시켰고 결국 새
로운 전투수행개념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후 미군은 5년에 걸친 보완작업을 통
해 1982년 마침내 공지전투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을 발표하였다.
공지전투 독트린은 지상군과 공군간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상군이 적의 공격에 대해 공세적으로 기동방어를 수행할 때, 공군
은 종심상에 위치한 적의 제2제대를 공격함으로서 적이 전방으로 증원되는 것
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군이 갖고 있는 월등한 화력으로 근접지역에서
적의

1제대를

격파할

때

공군의

근접항공지원(CAS)과

전장항공차단

(Battlefield Area Interdiction, BAI)을 통해 적 2제대를 격멸시킴으로서 전쟁
에서 승리하겠다는 개념이다. 공지전투는 방어위주의 전략에서 전쟁에서 주도
권 장악, 작전적 사고, 그리고 제 병과(branches) 및 군종(services)과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변화된 것이다.12)
공지전투는 적극방어와 달리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먼
저 작전술(operational art)과 전장체계(battlefield framework)를 도입함으로
서 전장을 종심지역(deep area), 근접지역(close area), 후방지역(rear area)으
로 구분하여 지휘관들의 전장 가시화 노력에 기여했다. 두 번째 분권화된 작전
수행인데, 이것은 미 육군의 기본 지휘 철학으로 자리 잡은 임무형 지휘
(mission command)의 초창기 개념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작전수
행 간 기동과 화력이 동시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통합전투(integrated
battle)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미군은 공지전투라는 혁신적 전투수행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력현대화에
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아파치공격헬기(AH-64), UH-60 다목적헬기(Black
Hawk), M1전차(Abrams), M2장갑차(Bradley), MIM-104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 등 소위 ‘Big 5’로 명명된 5대 육군 핵심전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공지전투
독트린을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13)
12) Richard Lock-Pullan, US Intervention Policy and Army Innovation: From Vietnam
to Iraq(New York: Routledge, 2006),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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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지도자의 지지: 외적요인
공지전투 독트린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973년 욤 키프르전쟁과 베트남전
의 패배의 교훈으로부터 발전된 개념이다. 그 이전까지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
에 의존한 전략을 고수했는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모든 면에서 소련에 밀리
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방부와 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을 발전시
키게 된다.
애초 1970년대 초반 베트남전의 패배상황에서 군대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73년 슐레진저(James Schlesinger) 국방장관이 등
장하면서, 미군 전력증강을 위해 행정부와 별개로 독립적 예산획득을 위한 활동
을 전개하면서 외부요인의 지원에 의한 군사혁신이 시작되었다. 욤 키푸르전쟁
을 계기로 미군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소련 등 바르샤바조약군을 상대하
기 위해 미 육군은 교육사령부(TRADOC)를 창설하고 드푸이(James DePuy) 대
장을 초대 사령관에 임명하여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을 개발하도록 했다.
닉슨행정부와 포드행정부에서는 베트남전의 여파로 국방비 증액을 위한 의회
설득에 소극적이었지만, 카터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에서 국방비가 대폭 증가하
면서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인 공지전투를 구현할 수 있는 ‘Big 5’ 전력현대화 사
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14) 특히 레이건행정부 시기의 국방비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공지전투 독트린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전력들을 차질 없이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국방비 규모는 군사력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닉슨행정부와 포드행정부 시기의 국방비는 감소 추세
였지만, 1977년 카터행정부가 등장하면서 국방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
다. 이것은 당시 행정부가 소련과의 상대적 군사력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
한 군사력 증강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3) James M. Dubik, “A Dual Approach to Military Innovation,” AUSA Research
Paper(January 2019), p. 2.
14) Skinner, 앞의 글,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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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대선 당시 닉슨 대통령은 전격적인 징병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
다. 또 닉슨독트린으로 알려진 자국방위는 자국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속에 베트
남전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1960년대 150만 명에 이르렀던 병력수가 1972년
729,00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닉슨대통령은 소위 데탕트정책을 통해 소련,
중국과 대결보다 협력의 길을 모색했다. 이런 가운데 의회에서도 1973년 베트
남전 전투작전 비용 전액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정치지도자들 그룹에서 군대는 패배자로 취급되
었다.15)
의회의 국방비 삭감 분위기 속에서 당시 공화당 의원 레이건(Ronald
Reagan)과 민주당 의원 잭슨(Henry Jackson)은 소련군에 대한 미군의 군사력
약화가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닉슨행정부와 포드행정부의 데탕트정책을
반대했다. 결국 포드 대통령은 1975년 기존 데탕트 정책에서의 후퇴를 결정하
고 국방장관에 럼스펠드(Donald Rumsfeld)를 기용함으로서 대소련정책에서
일부 강경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했다.16)
데탕트정책의 회의론이 점증하는 가운데 1976회계년도 국방예산이 1968년
이후 처음으로 증액되었다. 여기에는 육군이 제기한 ‘Big 5’에 대한 연구개발
및 획득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1976년 육군이 ‘적극방어’ 전략을 발표하기
4개월 전 마침내 포드행정부는 데탕트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
게 되었다.
대소련정책에서 강경파였던 럼즈펠드가 국방장관에 임명되고, 의회설득을 통
해 국방비가 증액되기 시작하면서 육군은 새로운 독트린 개발과 여기에 필요한
전력현대화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카터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 모두 데탕트정책보다는 대소강경정책을 유

15) David C. Rasmussen, “The Politics of United States Army Doctrine,” Ph. D
Dissertation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2018), pp. 127-130.
16) 1975년 실시된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데탕트정책의 무용론을 들고 나온 레이건 후보
가 초반 경선에서 우세를 달성하면서 포드 대통령은 기존 데탕트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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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으로서 국방비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증액되었다. 이러한 정치지도자
들의 정책변화는 군의 군사혁신 추진에 예산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으며 군이
전혀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을 개발,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표 1] 1972-1982, 미 국방비 지출
연도

‘72

‘73

‘74

‘75

단위: 10억불
‘76

‘77

‘78

‘79

‘80

‘81

‘82

금액 343.8 313.3 299.7 293.3 283.8 286.2 286.5 295.6 303.4 317.4 339.4
출처: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https://www.pogo.org/center-for- defense-information,
검색일: 2019년 9월 7일)

다. 군지도자의 인식과 군대 내 혁신세력 구축 : 내적요인
1973년 욤 키프르 전쟁 결과, 미군은 중부유럽에서 바르샤바군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소련군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드푸이 장군은 욤 키프르 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
의 돌파를 저지 및 격멸할 수 있도록 적극방어 독트린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앞
서 살펴본 대로 적극방어 독트린은 전술 및 작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서 새로운 독트린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드푸이 장군의 뒤를 이어 미 육군교육사령관에 취임한 스태리(Donn Starry)
장군은 소련군이 기동성과 화력을 강조하는 전술 추구에 대응하여 기동성과 화
력에 바탕을 둔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스태리 장군은 1976년 발표된 적극방어
독트린이 소련군 제2제대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
다고 보고 적의 후속제대를 조기에 차단하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전략은 전자전, 대전자전, 첩보수집, 적 식별, 기만 등에 중점을 두고
바르샤바군의 화학무기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다.17) 특히 1982

17) Skinner, 앞의 글,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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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발표된 공지전투 독트린은 적 2제대를 격멸하기 위한 종심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군과의 협업을 통해 공군의 전투수행개념까지 획기적으
로 변화시켰다. 기존 공군의 역할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전술적 수준에서의 차
단작전, 그리고 핵무기 투발 등이 주를 이뤘지만, 공지전투 독트린에서는 소위
‘전장항공차단’이라는 전략적 수준의 전투수행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림 2] 공지전투 작전지역 구분

군단전투경

종심전투
전장항공차단
및 항공차단(AI)
근접전투 CAS

(화력지원협조선)

및 제한적
전장항공차단(
(전선부대진출선)

출처: Mark R. Schwartz, “Airland Battle Doctrine,” Modern War(Jul-Aug 2013), p. 31.

전장항공차단은 확대된 전장공간에서 종심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공지전투 독트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전장항공차단을 통해 적 2제대의 전방증원을 차
단함으로서 적 1제대의 아군전선 돌파를 차단 및 격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아울러 공군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공군과 육군 간 협업이 가능하게 된
것도 군사혁신의 성공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18)
18) 당시 육군과 공군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의 원문 자료들은 Romjue, 앞의 글, 부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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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푸이 장군은 교육사령관으로서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예하
병과학교장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이중 기갑학교장 스
태리 장군이 드푸이 장군의 후임으로 발탁되면서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의 발전
은 물론 드푸이 장군 때부터 논의되었던 아이디어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
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와 차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73년부터 1982년까지 9년이라
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과정에서 드푸이 장군 예하 일단의 개혁세력이 형
성됨으로서 가능했다는 것이다.19)
특히 드푸이 장군의 후임으로 교육사령관으로 임명된 스태리 장군은 전임자
가 발전시킨 ‘적극방어’ 전략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하 병과
학교장 뿐만 아니라 야전부대의 모든 장교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육군 전체의
담론 공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20)
군대 내 개혁세력들은 드푸이 장군을 비롯해, 교육사령부 예하 각 병과학교장
들로부터 실제 교리를 작성하는 책임자였던 헨리크(Richmond B. Henriques)
중령, 홀더(L. Don Holder) 중령, 그리고 체게(Huba Wass de Czege) 중령까
지 일단의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을 통해 미 육군은 새로운 독트린의 개발은 물
론 이것이 미군 내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함으로서 군사혁신의 성
공에 기여했다.21)
새로운 독트린 작성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홀더 중령은 1990년 걸
프전 당시 기갑연대장으로 참전하여 실제 공지전투 독트린을 적용했고, 후에 3
성 장군까지 진급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사혁신은 초급장교가 고위장교
의 후원을 통해 고위급으로 진급할 수 있어야 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참고바람.
19) 드푸이 장군과 그 예하 개혁세력을 형성하는 장성들간의 공적 서신 등의 원문 자료들은
Romjue, 앞의 글, 부록을 참고바람.
20) 실제로 스태리 장군은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새로운 독트린에 대한 공감대를 갖기 위해
8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위의 글, p. 1.
21) John L. Romjue, “AirLand Battle: The Historical Background,” Military Review, vol
3(1986), p. 54; Romjue, 앞의 글, pp. 4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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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더 중령의 고위급장교 진출은 군사혁신의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공지전투 독트린이라는 군사혁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973년 드푸이 장
군이 교육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미군의 군사력이 핵 및 재래식전력 모든 면에
서 소련군에게 뒤쳐진다고 인식하고 미래전에서 소련군의 강력한 돌파를 저지
및 적 2제대의 전방증원 차단 방법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교육
사령부 창설 때부터 드푸이 장군과 인식을 공유했던 스태리 장군이 후임으로 임
명되면서, 미 육군의 군사혁신은 계속될 수 있었고, 1976년 ‘적극방어’ 전략 발
표와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통해 마침내 1982년 ‘공지전투’ 독트린이
나올 수 있었다. 로젠이 주장한 것처럼 군사지도자의 미래전에 대한 인식은 군
사혁신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포젠이 주장했던 일단의 내부적 개혁세력 형성도 군사혁신 성공의 중
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드푸이 장군, 스태리 장군을 포함한 많은 교육사 및 야
전부대 장교단이 개혁세력을 형성함으로서 공지전투 독트린이 1982년 미 육군
의 정식교리로 발표될 당시 새로운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미국은 18년 이상을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해왔다. 그러나 테러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위협인식이 테러에서 수
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s)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러시아, 중국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7년 발표된 트럼프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와 2018년 발표된 국방전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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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핵심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22)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이른바 ‘다영역작전’ 이라는 새로운 전투수행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공지작전 독트린 이후 새로운 군사혁신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영역
작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 다영역작전의 개념과 발전
전 미 육군교육사령관이었던 퍼킨스(David Perkins) 장군은 다영역작전을
“적의 통합된 방어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영역(domain)에서 고
립되거나 각개 격파되는 것을 피하면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작전술”로 정의했다.23) 다영역작전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합동군은 특정 작전
영역의 우세를 이용하여 아군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의 방어를 다영역에
걸쳐 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육군교육사령부는 퍼킨스 장군의 정의를 보완하여 “전투공간 전 종심에 걸
쳐 복수의 전장영역과 경쟁지역에서 호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능력을 통합함으
로서 주도권을 확보, 유지, 확대하여 적을 격퇴하고,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4)
이들의 정의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투가 다수의 영역에서
동시적으로 수행되며, 특정 영역의 우세를 다른 영역의 우세로 전과확대하고,
각 영역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영역작전은 입체
적인 전장공간에서 다중적 작전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25) <그림 3>은 다영역작전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2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p. 25.
23) David G. Perkins, “Multi-Domain Battle: The Advent of Twenty-First Century
War,” Military Review(Nov-Dec, 2017b), p. 11.
24) The 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Multi-Domain Battle: Evolution
of Combined Arms for the 21st Century 2025-2040, Version 1.0(Washington, D.C.:
TRADOC, 2017), p. 77.
25) 지효근, “미국의 새로운 전투수행 개념 발전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다영역작전을 중심으
로,” 뺷군사연구뺸제147집(2019),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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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지전투 작전지역 구분

다영역작전: 교차영역 시너지 효과 달성
우

공중
해

전

지상
사이

출처: David Perkins, “Multi-Domain Battle: Driving Change to Win in the Future,”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17), p. 7.

미군은 다영역작전이라는 전투수행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이를 구현할 수 있
는 전력 현대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18년 7월 미 육군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대로 미래사령부(U.S. Army Futures Command)를 창설하였다.
미래사령부는 지원부서 3개와 교차영역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s,
CFTs) 8개로 구성되었으며, 다영역작전에 대한 개념 발전과 육군 6대 전력 현
대화사업(Big 6) 추진을 주임무로 한다.26)
2016년 다영역작전의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교육사령관 퍼킨스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지도자들이 각종 세미나와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직면한 안보
26) 미군의 6대 현대화 사업과 8개 교차기능팀에 대해서는 지효근, 위의 글, pp. 173-176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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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영역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노
력의 결과 2017년 1월 미 육군교육사령부와 미 해병대가 공동으로 다영역작전
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였다.27)
미 육군은 또 2017년 10월 야전교범 3-0 ｢작전｣에 다영역작전을 정식교리로
반영하여 미 육군의 평시 작전과 교육훈련에서 다영역작전을 구현하도록 했다.
미 교육사령부 역시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집대성하여 같은 해 12월 다영역작전
버전 1.0을 발간했고, 2019년 10월까지 다영역작전 2.0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8)

나. 정치지도자의 지지: 외적요인
2017년 발표된 트럼프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중국, 러시아 등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s)들의 위협
에 대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29) 또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을 능가
하는 역할을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
함으로서 과거의 위상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개발
을 포함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 및 이란 등 불량국가들의 위협이다.30) 미국은 이란에 대해
테러리즘 지원,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직
접적 위협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더는 늦춰서는 안되는 매우 시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7) U.S. Army and Marine Corps, United States Army-Marine Corps White Paper
Multi-Domain Battle: Combined Arms for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TRADOC, 2017).
28) U.S. Army, The Army Strategy(Washington, D.C.: U.S. Army, 2018), p. 7.
29) White House, 앞의 책, p. 25.
30) 위의 책,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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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지하드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조직의 위협이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IS, 알카에다 등의 조직을 와해시키긴 했지만, 이들의 위협
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행정부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위협을 지적하면서, 대응방법으로 군사력
강화를 밝히고 있다.31) 여기서 말한 군사력 강화의 수준은 세계에서 그 어떤 국
가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국방전략서
는 중국,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에 대해 모든 작전 영역(all domains)에
서 압도적 우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32)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사령부의 창설이 추진되었고, 의회는 미래사령부가 책
임지고 있는 6대 전력 현대화사업에 30억불의 예산을 할당했다.33) 미래사령부
가 다영역작전을 실제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의 이런 조치들은 미군의
군사혁신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혁신 성공의 변수 가운데 하나인 정치지도자
의 지지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유지
정책은 다영역작전이라는 군사혁신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핵심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든 작전영역에서 압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갖추도록 군대에 요구함으로서 다영역작전이라는 대담
한 전투수행 개념이 나올 수 있었다.
여기에 의회의 예산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 의회가 순전히 육군 6대
전력현대화사업만을 위해 미래사령부에 30억불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배정함으
로서 다영역작전 개념이 단순히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개념으로 구현될 수
있게 만들었다.
31) 위의 책, p. 26
32) U.S. 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Wahsington D.C.: U.S.
DoD, 2018), pp. 5-8.
33) Sean Kimmon, “In First Year, Futures Command Grows from 12 to 24,000
Personnel,” Army News(July 19 2019).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_ 173

다. 군사지도자의 인식과 군대 내 혁신세력 구축 : 내적요인
다영역작전 개념의 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미 육군교육사령
관이었던 퍼킨스 대장이다. 그는 2014년부터 4년간 교육사령관으로 재직하면
서 미래전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다. 특히 2015년 4월 미 육군협회(AUSA) 심
포지움에서 다영역전투의 예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세계에서의 승
리”(Win in a Complex World)라는 육군의 미래 전투수행개념을 발표했다. 여
기서 그는 전쟁의 승리를 적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주도
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적에게 다중의 딜레마를 강요함으로서 적을 전
략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4)
그는 이러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마침내 2016년 10월 미 육군협회 연례회
의에서 ‘다영역전투’(Multi-Domain Battle)라는 개념을 소개했다.35)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작전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군의 전통적 작전
영역을 고집하지 않고, 군종(services) 고유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상호 지원하
는 획기적인 작전개념이었다.
밀리(Mark Milley) 육군참모총장과 넬러(Robert Neller) 해병대사령관도 퍼
킨스 장군의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에 동의하면서 육군과 해병대간의 협업을 제
안했고 2017년 육군과 해병대는 다영역전투 백서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백서
발간이 의미하는 것은 다영역전투 개념이 특정 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
군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후 해공군과도 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까지 4개 군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동군 전투수행개념으로 발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6)
머레이(Mike Murray) 미래사령관 역시 앞의 군사지도자들과 미래전에 대한
34) Sue Ulibarri, “Perkins Outlines How and Why to 'Win in a Complex World',” Army
News(April 1 2015).
35) Army News Service, “New Multi-Domain Battle Concept to Drive Change in Army’s
Future,”(October 6, 2016).
36) Sydney J. Freedberg Jr., “Services Debate Multi-Domain: Battle or Operations,”
Networks and Cyber(April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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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같이 한다. 그는 상원 군사위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이 변하고 있는 상황
에서 다영역작전을 구현하기 위해 이에 합당한 개념과 무기체계를 제공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37) 미래사령부의 핵심적 역할은 미래 전투수행개념을 발전시키
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게 장병 및 부대에 편성하는 것이다. 현재 미
군의 획득체계절차상 소요결정에만 3～5년이 소요되고 개발과 양산까지 하려면
10년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그러나 미래사령부는 소요결정 시간을 1년
이내로, 양산까지는 7년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서 첨단 과학기술을 적시적으로
군의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38)
다영역작전을 매개체로 한 군대 내 혁신세력은 군사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구
축되어 있다. 이것은 다영역작전 개념이 2016년 발표되었기 때문에 중ㆍ하급
장교까지 혁신세력으로 포함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
지만 고위급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 구축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영역작
전을 처음 도입한 퍼킨스 장군의 후임으로 임명된 타운센드(Stephen
Townsend) 장군 역시 다영역작전 개념의 지지자로서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미
래사령부와 상호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영역작전 개념의 지지자이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사령부 창설에 앞장
섰던 밀리 육군참모총장이 4년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합참의장에 지명됨으로
서 다영역작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39) 아울러 밀리 참모총장
의 후임으로 임명된 맥칸빌(James McConville) 장군 역시 다영역작전의 중요
성을 강조함으로서 향후 다영역작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또 미래사
령부 ‘부사령관 겸 미래 및 개념센터장’을 맡고 있는 에릭 웨슬리(Eric Wesley)
중장 역시 혁신세력에 포함될 수 있다. 웨슬리 장군은 기동센터장(Maneuver
37) Matthew Cox, “Head of Army Futures Command Fields Tough Questions from
Congress,” Military.com(14 Sep 2018).
38) David Vergun, “Cross-functional teams already producing results, says Futures
Command general,” Army News(Sept. 20, 2018).
39) 밀리 참모총장은 이취임식에서 미국이 처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다영역작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youtube.com/watch?v=dlQKlafWoHI&feature=share (검색일: 2019년 8
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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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of Excellence, MCoE) 재임 시 교차영역기동(cross domain maneuver)
과 장병전투체계분야에서 상관인 퍼킨스 장군과 미래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
면서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또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미래
전투수행개념 발전 업무를 책임지는 직책에 보직됨으로서 다영역작전 개념을
일관되게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영역작전이라는 군사혁신의 성공에는 군사지도자
들의 미래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고위급 군사지도자들을 중
심으로 혁신세력이 구축됨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
망된다. 2015년 퍼킨스 장군에 의해 미래 전투수행개념이 소개된 이후 미군의
전투수행개념은 다영역전투, 그리고 다영역작전으로 발전해 가면서 성공적인
군사혁신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5. 결 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가 시시각각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는 가운
데, 한국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의 위협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성공적인 국방개혁, 곧 군사혁신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혁신의 성공사례 가운데 미국의 공지전투 독트린과 다영
역작전을 중심으로 군사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에 대해 살펴보았
다. 특히 군사혁신의 이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학자, 포젠과 로젠의 이
론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검토했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하여 사례연구를 실
시했다.
포젠은 군조직의 특성상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이 개입하여야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정치지도자들은 군사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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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군대 내 혁신세력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 군사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젠은 군사지도자들의 미래전에 대한 인식변
화가 군사혁신의 핵심적인 성공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장교단 내 일단
의 혁신세력을 구축함으로서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젠은 군대를 지나치게 경직된 조직으로 간주한 군 자체의 혁신 가능성을 간
과했고, 로젠은 정치지도자 등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충주의적 관점에서 내ㆍ외부요인의 중요성을 모두 수용했다. 군
사혁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대뿐만 아니라 정
치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군과 정치 관계에
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군사혁신은 군사지도자의 미래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이를 지지하는 군대 내 혁신세력 등 내적요인과 군사혁신에 필요한 제도, 예산
등을 지원하는 정치지도자와 같은 외적요인이 있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리고 이것은 본 연구에서 시도했던 사례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지전투 독트린의 경우, 드푸이 장군, 스태리 장군, 교육사 예하 병과학교장
들, 그리고 독트린 작성에 참여했던 실무급 장교들까지 일단의 개혁세력들이 구
축되어 군사지도자들이 제시했던 미래전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전투수행개념으
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카터행정부, 레이건행정부의 지원
도 큰 역할을 했다. 공지전투 독트린을 가능하게 하는 ‘빅 5’를 전력화할 수 있
도록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다영역작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퍼킨스 장군은 러시아,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작전영역에 고착되지 않고 각 군 고유의 작전영역을 상호
넘나들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다영역작전 개념을 제시했다. 트럼프행정부는 군
사지도자들의 위협인식에 동의하면서 힘, 곧 군사력에 기초한 평화유지 정책을
핵심 안보정책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다영역작전을 구현에 필요한 개념발전과
전력현대화를 책임질 미래사령부를 창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또 마크
밀리 합참의장 내정자, 넬러 해병대사령관, 맥칸빌 육군참모총장, 타운센드 교
육사령관, 머레이 미래사령관, 에릭 웨슬리 미래 및 개념센터장 등 고위 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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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이 구축되어 군사혁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사례연구방법은 일반화를 위한 경험적 증거
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연역적으로 추론된 가설에 대해 독
립변수의 영향력이 종속변수에 작용하는 맥락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설의 설명력을 확증하는 제한적인 증거를 제시해줄 수도 있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의 사례연구를 통해 군사혁신의 성공이라는 종속변
수에 대해 독립변수인 군사지도자의 인식변화와 군내 혁신세력 구축이라는 내
적요인,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지지라는 외적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는 군대 및 국가의 문화적 변수를 고려하
지 못했고, 군사혁신의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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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uccess Factors of
Military Innovation
Jee, Hyokeun (Ministry of Defense)

Research on military innovation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the
conditions under which it succeeds than when and why it happens. This is
because the success of national security depends on the outcome of its
success rather than military innovation itself.
Posen, a leading scholar of military innovation, regards the military as an
organization with bureaucratic properties that does not want to change. As
a result, he argues that military innovation within the military is difficult and
possible through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leaders.
Rosen, on the other hand, sees that the impact of foreign military action
or political leader's intervention on military innovation is far less than
expected. Rather, he argues that military innovation is possible through a
change in the military leaders' perceptions of future wars.
This study defines military innovation as a complete change in the way
of warfighting, and suggests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military innovation
to succeed by balancing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order to confirm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 case study
was conducted of the US military AirLand Battle and Multi-Domain
Operations.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nal factor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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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lternative analysis framework, that is, the change of military leaders'
perception of the future war, the establishment of reform forces in the
military, and the support of political leaders, which are external factors,
played an important role.

Key Words : Military innovation, Political leaders, Military leaders,
AirLand Battle, Multi-Domain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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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함.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외교정책과 남북문제, 국가정보연구 등이며
대표공저로는 “지속가능 통일론(2012)”, “사회과학 통계분석(2010),” “21세기 국가방첩(2014),”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정보분석의 역사와 도전(2014),” “구조화분석기법(2015),” “국제정치와 전략(2016)
등이 있음. 대표논문으로는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 강화(2005),” “민주화이후 대북정책성향
및 전략비교(2010),” “통일한국의 안보이념: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2012),” “전략정보의 실패와 인지
적 오류(2016)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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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자료
안내

2012

국제문제연구

| 봄호 |
1. 핵비확산과 국제정치학과 정책대안

최아진

2. 오바마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 평가 : 긴축재정하의 ‘선택과 집중’

이동준

3. 신국제질서의 태동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

조성렬

4. 북한의 서해상 도발리스크에 대한 테계적 관리모델의 개발
: 인디케이터 분석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손효종⋅김재호⋅김용호

5. 지지율로 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가상준

| 여름호 |
1.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한국의 역할

손기영

2.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체제전환정책과 한국적 함의

박인휘

3. 중국의 부상과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신정화

4. EU FTA협상전략에 관한 삼차원 게임이론 분석 :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정

5. 2011~2012 러시아 총⋅대선 결산 : 평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장세호

6. 푸틴 집권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 러 대응전략

서동주

7.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
: 공진화 전략과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8.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대채

김성배
박휘락

| 가을호 |
1.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 G2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차창훈

2. 한국의 해양안보위협의 변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新 국방전략지침 발표 이후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백병선

3. 중국의 ‘대전략’ 논쟁에 관한 연구 : 비판적 시각에서

차이동지애

4. 국방개혁 : 유럽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적 함의

박민형

5. FTA 협상 분석의 이론적 틀 : 협상 구조와 과정을 중심으로

김기홍

6. 이익집단정치와 미국의 다원주의 : 유태계 미국인 사례를 중심으로

유성진

| 겨울호 |
1. 제2기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정책 추진방향 분석
2. 한탈냉전기 군사혁신론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 공군의 군사혁신

김정현
엄정식⋅설인효

3. 중국공산당제 18차 당 대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4. 일본 FTA 정책의 변화

손준헌

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과 남북한의 대응

정주신

6. ‘인간안보’의 북한적 함의 : 북한인권문제 개입을 중심으로

이승열

7.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일 연구
: 45개 민간외교단체 서베이 결과를 중심으로

2013

송경재⋅김형호

국제문제연구

| 봄호 |
1.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과 미국의회

황지환⋅최아진

2. 개혁개방이후 시민사회논의의 중국적용에 대한 적실성 고찰
: 종교영역관련 비영리단체활동사례들을 중심으로

박만준

3. 아시아 금융감독 거버넌스의 구조와 함의

김치욱

4. 남북관계 세가지 제약요인과 대북정책

임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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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호 |
1. 한반도 정전 60년, 실패한 정전협정 혹은 성공한 정전체제?

김재한

2. 인터넷 규제와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
: 종교영역관련 비영리단체활동사례들을 중심으로

차재권

3. 갈등적 동아시아 해양질서 : 국제조약, 국제레짐 그리고 패권 도전국

전기원

4. 중앙아시아 정치공간의 인문 지리학적 구조
: 내재적 문화 복원과 외재적 문화 침투 현상을 중심으로

이영형

| 가을호 |
1. 독도 방어 능력의 발전 방향 : 포클랜드 전쟁의 교훈을 중심으로

김재엽

2. ‘투키디데스’가 바라 본 북중군사관계의 동인(動因)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중심으로

강정일

3.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외교 정책 :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최원기

| 겨울호 |
1. 중국의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제의와 함의

유희복

2. 일본 ‘무기수출 3원칙’ 완화 과정의 배경과 전망

정재욱

3.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MD) 추진과 러시아의 대응

고재남

4.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항공수공능력 발전방향

남창희⋅김순태

5. ‘80년대 남북관계와 한국사회의 대북관 : 이상과 현실

2014

남성욱

국제문제연구

| 봄호 |
1. 중국의 민주화 : 2010년 선거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유현정⋅민태은

2. 냉전시대 그린데탕트의 경험과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

고상두

3. 비전통안보 부상과 아⋅태지역 미국 주도 동맹체제 강호 : 한미동맹의 함의
4. 남한의 ‘3단계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에 있어 정당역할

박재적⋅김동수
남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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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호 |
1. 이어도 분쟁의 가능성과 대응방안 : 중국의 민족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고경민

2. 중국의 대한국 외교관계 변화 연구

곽덕환

3.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핵문제와 6자 회담

전재성

4. 프랑스 민족전선(FN) 지지기반 확대 : 이민문제와 정치화

김민정

5. 냉전기 한국의 지역협력 외교 : 박정희의 국가건설구상과 ASPAC 창설

이용철

6. 호주와 스웨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비교를 통한 한국에의 함의

설진배⋅최성은

7. 세월호 참사와 위기관리체계 : 문제점과 개선방향

허태회

| 가을호 |
1. 지정학적 완충체계 이론과 한반도

김연지

2.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동북부 진출과 유라시아 동부지역 Pivot area의 성격

이영형

3. 중동 독재국가 군부의 분영양상과 민주주의 혁명

김인수

4. 핵무장국 사이의 제한전쟁 수행과 한반도에의 적용
: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엽

5. 그린데탕트의 개념과 추진전략

경제희⋅김재한

6. 북한핵문제의 다차원적인 접근 :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의 동시병행 중심
7.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관련 위협인식 요인 예측

이윤식
송주영⋅송태민

| 겨울호 |
1. 초연결사회의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 강화방향

이상호

2. 글로벌 세력전이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 대 브릭스(BRICS)전략을 중심으로

김치욱

3. 북한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 방안과 정책 방향

채정민

4.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윤민우

5. 생물안보와 안보전략의 이중구조: 생물무기의 방어수단과 공격대상으로서 함의

장노순

6.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정책 : 역사적 평가(해방후~2012)

조성권

7. 한국형 통합위기관리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모색

이홍기⋅박준석⋅권혁빈

8.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and Publric Administration Reforms in Vietnam
Ngo Viet Hung⋅So Jin Kwang
: Obstacl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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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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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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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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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용⋅연성흠

5.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의 신패러다임
: 스마트파워 강화를 위한 국방⋅외교 전략
6. 국제사회의 대북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최윤미
정헌주⋅박건우⋅이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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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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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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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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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권숙도

3.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 딜레마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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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행⋅임경한

5. 일대일로(一代一路)와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 형성

이지용

6. 안보수단의 비대칭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장노순

7.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세 가지 이미지

김상훈⋅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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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호 |
1. 한국의 안보위협 변화에 대한 전망

윤종준⋅백병선

2. 현대테러리즘의 진화 추세에 따른 연구접근 방법론 고찰

조용만

3. 통일 25주년 동서독 사회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고상두

4.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정책적 시사점

고명덕

2016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한국군 파병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과제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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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복

3. 2008년 광우병 시위에 관한 국내연구의 성과와 한계

심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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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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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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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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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성

2.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정표수

3. 국가안보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통상법적 허용성

이상미

4. 중국공군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안보

이성훈

5.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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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호 |
1. 김정은 체제 변동 가능성과 추동 전략

김열수⋅김경규

2. 남중국해 美⋅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백병선

3. 한⋅중간 이어도 분쟁과 유형별 대응방안

고경민

4.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석재왕

5.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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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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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식⋅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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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상호⋅정맹석⋅조관행

2. 분점정부에서 미(美) 연방의회 다수당 지도부에 대한 여론

민태은

3. 중국동포정책의 통일 및 경제 측면에서의 의의

심양섭

2017

국가안보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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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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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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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중

4.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성훈⋅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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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안성규

6. 일본 사이버안보 전략의 변화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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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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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정⋅양정윤

2. 사이버안보와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
3. 한국 사이버안보 대응체제에 관한 민⋅관 인식의 격차

장노순
황기식⋅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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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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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순보

| 가을호 |
1. 신정부의 대미정책 및 한미관계

김현욱

2.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남기정

3.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이영형

4.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5.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전개방향 전망

홍석훈⋅나용우
이영균⋅이범찬

6. 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이수형

7. 플랫폼모델을 통한 공공외교 전략 분석

남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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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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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안보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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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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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세이훈 마흐무들루⋅신상윤
윤해성⋅임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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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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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원영
최선⋅김재우

국가안보와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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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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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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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희
이종서⋅문인철
이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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