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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국가의 기여
: 쟁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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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적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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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후 미국⋅일본⋅호주⋅인도
의 ‘4국 협력(Quadrilateral Cooperation, 이하 쿼드)’이 재가동되고 있다.
쿼드가 2007년에 중국의 반대로 1년도 못 되어 좌초되었다는 점에서, 4국
은 쿼드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노골적인 ‘헤징’의 도구로 운영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역내 인프라 투자를 조율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쿼드 국가가 인⋅태 지역 ‘해양상황인지
(Maritime Domain Awareness, 이하 MDA)’ 능력배양을 위한 소다자 협
력의 플랫폼으로도 쿼드를 전개할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첫째,
MDA의 개념과 MDA를 위한 정보의 수집⋅융합⋅공유 과정을 기술한 뒤,
인⋅태 지역 MDA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본다. 둘째, MDA 능력배양을 위한
쿼드 국가의 개별적인 기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점검한다. 셋째, 4
국이 쿼드 국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쿼드-플러스’ 국가와 MDA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
한다.
| 주제어 | 해양상황인지, 해양능력배양, 쿼드, 해양안보, 인도⋅태평양

1. 서 론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시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구상’을 제시한 이래,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에서 확장된 인⋅태 지역이 미국이
동맹국 및 안보 우호국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주
목받고 있다. 미국 인⋅태 전략의 중심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와의 ‘4국
협력(Quad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 이하 ‘쿼드(Quad)’)’이 있다. 쿼드는 2007년 초 일본 아베 총리가 제안
한 뒤 2007년 5월에 4국 국장급 관료 회담이 개최되고, 9월 4일에 일본과 호주
가 미국과 인도의 양자 군사훈련인 ‘말라바(Malabar)’에 참여하였을 때 집중 조
명받았다. 그러나, 쿼드를 지지했던 아베 총리가 2007년 9월 12일 사임하고, 호
주 하워드 총리도 동년 12월에 실각함으로써 쿼드는 1년도 안 돼 동력을 잃고 수
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했던 쿼드가 앞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
구상’ 제기 후 재부상하여, 2017년 11월에 4국 국장급 관료 회담이 개최된 후
2020년 2월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중 2019년 9월에 개최
된 4번째 회담에는 4국의 외교장관이 참석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 다시 장관
급 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바 쿼드 협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있다.
‘민주주의 다이아몬드(Democratic diamond)’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쿼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헤징(hedging)’하기 위한 민주주의 4국의 전략
적 연대로 인식됐다. 2007년 최초로 국장급 쿼드 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중국이
4국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같은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7
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쿼드는 과거 2007년의 쿼드와는 일면 다른 양상을 띠면
서 전개되고 있다.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토분쟁을 재점화시키고 있
는 중국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행해 및 항공의 자유’를 기치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7603); 또한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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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이 모여 회합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압력이다. 그러나 호주, 인도,
일본은 쿼드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
다. 최근 3국에서 중국 위협론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3국 모두에게 중국
은 최대 교역국이다. 만약 3국이 미국과 함께 쿼드의 군사적 측면에만 천착한다
면, 중국은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들 국가를 쿼드로부터 이완시키려 할 것
이다. 따라서 쿼드 국가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헤징의 도구로 쿼드를 유
지하고자 한다면, 쿼드가 2007년처럼 노골적인 중국 봉쇄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쿼드 협력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쿼드 회동 때마다 각국이 언론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바탕을 두고 4국
이 논의한 의제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보면, 첫 번째 그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 ‘항해 및 항공의 자유’, ‘국제
법 존중’, 핵무기 비확산 등 역내 질서를 관장하는 규범과 원칙을 다룬다. 두
번째 그룹은 ‘양질의 거버넌스’, ‘지역 연계성’, ‘인프라 투자’ 등 역내 경제발전
및 개발투자와 관련된 의제이며, 세 번째 그룹은 테러방지, 해양안보, 재난구
호,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안보와 관련된 의제이다.
쿼드가 2017년에 재개된 후 개최된 지난 6차례 회담의 언론보도문 어디에서
도 ‘중국 봉쇄’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4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그룹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과 필리핀과
의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7월 12일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데, 동 판결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nine dash line)’과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이 국제사회의 규범, 규칙 및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명확히 하
고 있다. 따라서 4국이 국제법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이 명
확하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런데도 쿼드 4국, 특히 인도와 호주는 인⋅태
지역 개념이 ‘개방적(open)’이고 ‘포용적(inclusive)’인 특성을 띠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을 배
제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중국을 인⋅태 개념에 포용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쿼드 국가들이 첫 번째 그룹의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인⋅태 공간개념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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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의 의제는 쿼드 국가 간
구체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먼저, 쿼드 국가들이 두 번째 그룹의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것에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우려가 반
영되어 있다. 중국은 역내의 거대한 인프라 시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건설시
행으로 경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개별적으로 또는 양자의 형태로 인⋅태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나
서고 있는데, 4국이 2017년 이래 쿼드 협력의 틀에서 ‘소다자’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일본, 호주는 2018년에 ‘삼자 인프라 투자 펀드
(Trilateral Infrastructure Fund)’을 설립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인도는
2018년에 ‘삼자 인프라 작업반(Trilateral Infrastructure Working Group)’과
‘삼자 인프라 포럼(Trilateral Infrastructure Forum)’을 발족시켰다. 중국의
관점에서 4국이 쿼드를 통해 역내 인프라 투자를 협의하는 것은 지경학적 관점
에서 중국에 대한 헤징이다. 그러나 역내 경제발전 및 개발 격차 해소라는 대의
명분이 있는 한, 중국이 쿼드의 인프라 투자 조율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쿼드 국가들이 두 번째 그룹의 의제에 관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지만, 세 번째 그룹의 의제는 아직 협의를 전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
재 다수의 인⋅태 지역 국가들이 다양한 비전통안보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국가 차원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쿼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이
들을 조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쿼드 차원의 구체적인 소다자 협력이 추동되
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비전통안보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왜 쿼드 국가들은 아직 비전통
안보 의제와 관련된 쿼드 차원의 구체적인 소다자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2017년 후반 쿼드가 재점화된 지 이제 2년여 남짓 밖에 안 지났
으므로, 앞으로 협의가 계속되면서 곧 구체적인 소다자 협력방안을 도출해 낼
것인가?
본 논문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양상황인지(Maritime Domain
Awareness, 이하 MDA)’에 관한 쿼드 국가의 개별적 기여 현황을 점검하고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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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쿼드 국가 중심으로 소다자 MDA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을 타진한다. 지난
6차례의 쿼드 회동 후 발표된 각국의 언론보도문에서 MDA가 직접 언급된 것은
2018년 11월 15일에 개최된 3차 때 한번 이었다. 그러나, MDA는 6차례 회동
때마다 항상 언급된 해양안보 또는 해양협력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테러방지,
사이버 안보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본 논문은 아래에서 먼저 MDA의
개념과 MDA를 위한 정보의 수집⋅융합⋅공유 과정을 기술한다. 둘째, 인⋅태
지역 MDA의 현황과 인⋅태 지역에서 MDA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의 쟁점
을 살펴본다. 셋째, 인⋅태 지역 국가의 MDA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쿼드 국
가의 개별적인 기여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점검한다. 넷째, 쿼드 국가들이
역내 MDA 능력배양을 위해 쿼드 국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이른바
‘쿼드-플러스’ 국가와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MDA: 개념과 정보의 수집⋅융합⋅공유
MDA는 협의로는 해양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식별하거나, 발생 중인 위협 상
황을 추적하기 위해 해양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취합⋅융합하는 활동으
로 정의된다.1) 따라서, “해저의 땅, 바다 수면 아래, 수면 위, 바다 위의 상공,
바다 위의 우주, 바다에 인접한 육지에 대한 감시”가 MDA에 해당한다.2) 한편,
광의로는 안보, 경제, 환경, 보안 등을 위해 해양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
고 활용하는 포괄적 활동으로 정의된다.3) MDA는 해적, 테러, 해양재난, 불법
1) Kollin Koh, ed.,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Event Report, 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19. 1. 24, p. 2,
https://www.rsis.edu.sg/wp-content/uploads/2019/04/ER190425_Maritime-DomainAwareness.pdf(검색일: 2020. 2. 10); Dean Cheng, “The Importance of Maritime
Domain Awareness for the Indo-Pacific Quad Countries,” Backgrounder, The
Heritage Foundation, March 6, 2019, p. 1.
2) 유민호, “미일 군사동맹 우주(SSA)로 바다(MDA)로,” 뺷주간조선뺸, 2300호, 2014. 3. 31.
3) Christian Bueger, “Notes on Maritime Domain Awareness,” Safe Seas, “http://bu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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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밀수, 인신매매 등 다양한 해양안보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
소이며, 광활한 해양의 특성상 다수 국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MDA의 첫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
인 것이 항행 중인 선박과 해상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자동식별 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장거리 위치
추적 시스템(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LRIT)’, ‘자동 종속
감지 시스템-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
등이 활용된다. AIS는 “선박의 항해 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선박의 선명,
제원, 속력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을 통하여 선박-선박, 선박-육상 간 자동 송
수신할 수 있는 항해 장비로 선박의 정확한 위치 정보수집 및 제공으로 항만관
제에 활용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구조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4) ‘국
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규정에 따라 외국
영해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 300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AIS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초단파 라디오와 수신기로 선박 정보를 주고받는다. 몇몇 상업회사가
업데이트 속도를 향상하고, 라디오 전파 범위 밖에 있는 선박의 식별을 위해 인
공위성에 기반을 둔 AIS를 운영하고 있다. 선박에 관한 정보는 무인등대와 항로
표지관리소를 거쳐 해상교통관제소로 전달되는데, AIS 정보는 일반인도 인터넷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정보이다.5) 한편 개정된 ‘해상 인명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에 의해
2009년 1월부터 ‘장거리 위치 추적제도(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LRIT)’가 발동되었는데, 3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내에 LRIT 정보 전
송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로써 연안 1,000마일 이내에서 “해적⋅테러 등 해상
info/wp-content/uploads/2019/02/Bueger-MDA-Singapore-January-2019.pdf
(검색일: 2020. 2. 10).
4) 해양수산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이란 무엇인가요?,” http://www.mof.go.kr/article/
view.do?articleKey=4985&boardKey=27&menuKey=322&currentPageNo=1(검색일:
2020. 2. 10).
5) 리브레 위키, “선박자동식별장치,” https://librewiki.net/wiki/%EC%84%A0%EB%B0%95%
EC%9E%90%EB%8F%99%EC%8B%9D%EB%B3%84%EC%9E%A5%EC%B9%98(검색일: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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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목적으로 선박의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에서 전 세계 선박의 위치를 추
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6) ADS-B는 “위성 항법 시스템과 1,090MHz 전송 링
크를 이용하여 항공기 감시 정보를 일정 주기마다 지상의 항공 교통 관제(ATC:
Air Traffic Control) 및 다른 항공기에 자동으로 방송(Broadcast)하는 항공기
감시 체계”이다.7) 레이다 전파로 항공기 감시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보다 정
확하고 빠른데, 2020년까지 비행기에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8)
그런데 모든 선박이나 비행기가 AIS, LRIT, ADS-B 관련 장비를 장착하고
있지는 않고, 장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작동을 정지시키면 추적이 불가
능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비행기에 설치된 장비가 아닌, 정보를 얻고
자 하는 측이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일례로, 영상 레이
다 장비는 태양광, 적외선, 레이더 전파 등을 이용하여 선박의 ‘전자광학 영상
(Electro-Optical

Imaging)’이나 ‘합성개구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을 만들어 낸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레이더 전파의 특성상
밤이나 기상 상황이 나쁠 때도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9) 수중 물
체의 경우 ‘음파탐지기(Sound Navigation And Ranging, SONAR)’로 위치 및
거리 정보를 획득한다.
위에서 언급된 영상 장비는 감시용 비행기나 위성 등에 장착된다. MDA에 활
용되는 비행기는 유인기와 ‘무인기(Unmanned vehicle)’로 나누어질 수 있는
데, 유인기의 경우 미국제 해상초계기인 ‘P-3 오라이온(Lockheed P-3
Orion)’과 개량형인 ‘P-8 포세이돈(Boeing P-8 Poseidon)’, 중국제 해상초계
기인 ‘Y-8X’, 러시아제 해상초계기인 ‘일류신-38(Ilyushin Il-38)’, 프랑스제
해상초계기인 ‘애틀란틱(French Atlantique)’ 등이 정보취득에 활용되고 있다.
무인기 중에서는 ‘RQ-4 글로벌 호크(RQ-4 Global Hawk)’와 개량형인
6) LRIT, “LRIT 정의 및 관련내용,” http://www.lrit.co.kr/2introduce/introduce_lrit.asp
(검색일: 2020. 2. 10).
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신규용어 소개,” http://www.tta.or.kr/data/weeklyNotice
View.jsp?pk_num=4896(검색일: 2020. 2. 10).
8) Cheng, 위의 글, p. 5.
9) 위의 글,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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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4C 트리톤(Triton)’, ‘스캔이글(ScanEagle)’ 등이 정찰에 동원된다.
MQ-4C의 경우 24~30시간 고공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상대적으로 소형
인 스캔이글은 보다 낮은 고도에서 24시간 정도 임무를 수행한다.10) 인공위성
의 경우는 기술의 발달로 위성의 크기가 소형화되면서 발사 비용이 낮아져 상업
위성도 많아지는 추세다. 위성을 개발하고 궤도에 올릴 기술이나 자본이 없는
국가는 궤도에 올라있는 상업위성을 구매하거나, 상업위성으로부터의 정보를
구매한다. 향후 MDA 정보수집에 무인기와 우주 공간의 위성에 기반을 둔 시스
템이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주목할 것은 국가만이 MDA의 행위자
가 아니라는 것이다. MDA 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기계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간’으로부터도 획득된다. 예를 들어 항구에 정박하여 있는 선박이 밀수
등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탐문
수사 정보가 필요하다.
수집된 정보는 분석을 위해 취합되고 융합되어야 한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항로표지관리소, 무인등대, 해상교통관제소 등에서 정보를 취합한다. 정보 취
합 및 융합 단계에서도 비국가 행위자가 활동한다. 구글이 재정 지원하는 비정
부단체(NGO)인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는 AIS와 같은 선박
위치 발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전자해도(Electronic Navigation Chart,
ENC)’ 화면에 표시하고,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VMS)’ 등에서 개방된 정보를 취득한 뒤 위성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정
보와 비교하면서 불법어업, 밀수, 인신매매 행위를 추적한다.11) 상업 회사인
Spire Maritime은 AIS, 자체 발사한 소규모 상업위성, 지상에 설치한 다수의
지구국에서 획득한 선박의 정보를 통해 상업적 운송을 위한 MDA 정보를 제공
한다.12)

10) 위의 글, p. 7.
11) Van Jackson, Mira Rapp-Hooper, Paul Scharre, Harry Krejsa and Jeff Chism,
Networked Transparency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March 2016), p. 24.
12) 위의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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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활한 해양의 특성상 다수 국가의 협력 없이는
효율적으로 MDA 능력을 배가시킬 수 없다. 각 국가나 민간이 수집한 정보는
글로벌이나 지역 차원에서 융합되고 ‘해석(sense-making)’되어야 한다. 따라
서 초국가적인 정보공유 네트워크와 정보융합센터가 다수 필요하다. 글로벌 차
원의 예로는, 미국 교통부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해상안전 및 보안 정보 시스
템(Maritime Safety an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MSSIS)’이 있다.
AIS로부터 획득한 선박 기본정보 및 위치와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MSSIS에 약
70여 국이 참여하고 있다.13) 지역 차원의 정보융합센터의 예로는 ‘아시아 지역
해적퇴치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ReCAAP)’에 의해 운영되는 ‘정보공
유센터(Information Sharing Center, ISC)’가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ReCAAP-ISC는 200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 현재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
럽, 호주, 일본 미국 등 20개국이 ReCAAP-ISC를 통해 해적 행위와 관련된 정
보를 공유하고 있다.14) 싱가포르에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보융합센터
(Information Fusion Center, IFC)’도 있다. 현재 24개국이 IFC에 해군 연락
장교를 파견하여 불법어업, 해상테러 등 다양한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정보를 교
환하고 있다.
인도도 2018년 12월에 ‘인도양 지역 정보융합 센터(Information Fusion
Centre for the Indian Ocean Region, IFC-IOR)’을 설립하였고 준비단계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IFC-IOR는 몰디브, 마우리티우
스, 스리랑카, 세이첼 등 인도양 국가들의 해안 레이다를 연결하는 유일한 정보
융합 센터로 기능하고 있다. 인도는 ‘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선박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13) Stevie Greenway and Coey Sipes, Maritime Domain Awareness in the South China
Sea: An Operational Picture Design (Monterey: Naval Postgraduate School, 2018),
p. 19.
14) Christian Bueger, “From Dusk to Dawn? Maritime Domain Awareness in Southeast
Asi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7, No. 2 (2015), pp. 167-169.

10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1호(통권77호)

IFC-IOR 정보를 개방하고 있는데,15) 현재 18국 및 15개의 타 정보융합센터와
연계되어 있다.16)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정보를 융합하고 공유하는
데,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이 1991년에 말레이시
아에 설치한 ‘해적신고센터(Piracy Reporting Centre, PRC)’가 그러한 예이
다. IMB-PRC는 대만이나 키프로스 정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하지만, 대부분
의 재원은 선박 및 수송업계가 제공한다. 해적 행위를 당한 선박은 IMB-PRC
에 신고하고, IMB-PRC는 관련 정보를 각국의 안보담당 기관과 정보공유센터
에 전달한다. 아울러 IMB-PRC는 해적 발생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배
포한다.17)
MDA 정보를 공유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18) 첫 번째 유형은
정부, 민간, 개인 행위자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불특정 다수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다. AIS에서 획득되는 선박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선박 간 충돌을 방지하
기 위해 웹이나 모바일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개방된다. 정보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는다. 비록 수혜자가 정보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혜자가
정보를 취득하여 그 수혜자와의 해상 충돌이 방지된다면 정보공유의 목적에 부
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보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모두에게 개방되는
것이 문제이다.19) 두 번째 유형은 국가가 자발적 판단으로 특정 정보공유 네트
워크에 기밀이 아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주로,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를 무
명 또는 기명으로 웹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전자의 경우, 공유
15) Information Fusion Center – Indian Ocean Region, “About IFC,” https://www.indiannavy.
nic.in/ifc-ior/about-us.html(검색일: 2020. 2. 10).
16) Swarajya Staff, “Explained: India Navy’s Information Fusion Centre For Indian
Ocean Region, Why It Is Critical To India’s Interests,” News Brief, Swarajya, 2019,
10, 9, https://swarajyamag.com/news-brief/explained-india-navys-informationfusion-centre-for-indian-ocean-region-why-it-is-critical-to-indias-interests
(검색일: 2020. 2. 10).
17) Bueger, 위의 글, pp. 166-167.
18) Jackson 외, 위의 책, pp. 27-30.
19) 위의 책,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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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비우호적인 국가에도 정보를 제공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내정
치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정보 협력의 기록을
쌓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비정부 행위자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과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밀이 아닌 정보만
공유되므로 정작 중요한 정보가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20) 세 번째 유형은 특정
국가들이 기밀 정보를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은 아프가니스
탄 전쟁 시 ‘연합 정보교환체계(Combined Enterprise Region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CENTRIXS)’를 가동하여 미국 편에선 48개 참전국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였다.21)

3. 인⋅태 지역 MDA 현황과 쟁점
인⋅태 지역은 미국 서부 해안과 아프리카 동부 해안 사이의 거대한 지역으
로, 약 46개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46개국
중에는 세계 최다인구 국가, 최다인구 민주주의 국가, 최다인구 이슬람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22) 유동량이 가장 많은 세계 10대 항구 중 9개가 인⋅태 지역에
있고, 세계 해상 무역의 60%가 아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선박 통
행의 1/3이 남중국해를 지난다.23) 막대한 해양무역의 반대급부로 인⋅태 지역
해상에는 해적, 불법어업, 인신매매, 환경오염 등 다양한 해양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해양뿐만 아니라 유류 저장고 등 항구 시설을 대상으로 한 범
죄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에 발생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처럼 대형
해난 재해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MDA 능력 제고는
20) 위의 책, p. 29.
21) 위의 책, p. 30.
22)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June
2019), p. 1.
23)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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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정에 기여한다. 국가 및 비정부 행위자의 해양활동이 투명하게 전개되
고, 해양에서의 모험주의 및 범죄가 미연에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04
년에 말라카 해협에서 34건의 해적 행위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2004년에 해적퇴치를 위해 결성한 ‘말라카 해협 순찰 (Malacca
Straits Sea Patrols, MALSINDO)’의 영향으로 해적범죄 수가 매년 평균 0~2
회로 급감하였다.24)
효과적인 MDA를 위해서는 선박의 AIS나 LRIT 구비를 규정하는 IMO와 같은
글로벌 차원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국가와 기타 행위자가 참여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인⋅태 지역의 주요한 네트워크로는 2004년에 결성
된 ‘아시아 해양경찰 기관장 회의(Head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HACGAM)’, 2006년에 발효된 ReCAAP, 2009년에 창설된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 그룹(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CGPCS)’, IMO가 주도하여 2009년에 결성된 ‘지부티 행동강령(Djibouti Code
of Conduct, DCoC)’, 2012년부터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국을
중심으로 시행된 ‘태국 만 해양법 강화 이니셔티브(Gulf of Thailand Maritime
Law Enforcement Initiative, GOTI)’, 2017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
시아가 체결한 ‘삼자협력 의정서(Trilateral Cooperative Agreement, TCA)’에
서 구체화된 ‘술라해 삼국 순찰(Trilateral Patrols in the Sulu Sea)’, 2018년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참여하면서 GOTI가 확대 개편된 ‘동남아 해양법 강화 이
니셔티브(Southeast Asia Maritime Law Enforcement Initiative, SEAMLEI)’
등이 있다. 한편, 정보 취합, 융합, 공유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ReCAAP-ISC,
싱가포르 IFC, 인도 IFC-IOR, 말레이시아 IMB-PRC 외에도 2012년에 설립된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of
Humanitarian Assistance, AHA Centre)’, 인도네시아의 ‘국립 해양안보 정보
센터(National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Centre), 필리핀의 ‘연안감시
24) 김석수, “말라카해협의 해적 퇴치 노력과 국제협력,” 뺷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
아 2뺸, 대외정책경제연구원, 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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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Coastal Watch System, CWS)’, 인도의 ‘정보 관리 및 분석 센터
(Information Management and Analysis Centre, IMAC)’ 등이 있다.
그러나 인⋅태 지역 개별 국가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가
해적퇴치, 인신매매 근절, 해양 환경보호, 해양재난 구조, 불법 어법 단속 등 다양
한 해양안보 이슈를 감당할 MDA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갖추고
자 하는 ‘정보, 감시, 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이하 ISR)’ 장비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이에 차이가 큰 이른바 ‘ISR
공백’이 큰 문제다.25) 위성, 무인기 등 탐지 자산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인
데, 일례로 무선 정찰기인 RQ-4A Global Hawk의 대당 가격이 약 USD222
million으로 필리핀의 2019년 국방예산인 USD3.4 billion의 약 6.5%에 해당
한다.26)
현재 인⋅태 국가 중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 군사 강국과 함께 일본, 한
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정도만 군사 정찰 위성
을 보유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싱가
포르, 베트남이 이스라엘 등이 수출하는 소규모 무인항공기를 구매하여 MDA
정보수집에 사용하고 있다.27) 하지만, 다수의 국가는 정찰 위성이나 무인항공
기는 차치하고, 초계기나 정찰함 같은 전통적인 MDA 정보수집 자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역내 국가의 ‘해양능력 배
양(Maritime Capacity Building)’을 위한 장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
다. 안보적 관점에서 ‘해양능력 배양’은 ‘해상 안보영역 개량(Maritime
Security Sector Reform, MSSR)’으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거버넌스, 인프라,
‘법 집행 능력(law enforcement capacity)’를 향상하기 위해 해안 국가와 파트
너 국가가 취하는 포괄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28) 쿼드 국가들은 정찰기, 훈련
25)
26)
27)
28)

Jackson 외, 위의 책, p. 16.
위의 책, p. 36.
위의 책, p. 18.
Christian Bueger, Timothy Edmunds and Robert McCabe, “Into the Sea: Capacitybuilding innovations and the maritime security challenge,” Third World Quarterly,
Vol. 41, No. 2 (2020),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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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찰선, 경비함, 감시 레이다 등의 장비를 공적개발 원조의 형식으로 제공
하고 있는데, 대다수 인⋅태 지역 국가의 ‘ISR 공백’을 고려할 때 장비 지원은
역내 MDA 능력배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공여된 장비는 해군, 해안 경비대,
또는 해양경찰에 제공된다. 수혜국의 예산상의 문제로 해군이 MDA를 주도하는
국가가 있고, 해군과 해안경비대 및 해양경찰이 분산하여 MDA를 담당하고 있
는 국가도 있다. 해군이 주도하면 타국 해군과의 네트워크와 일사불란한 지휘계
통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해안경비대 또는 해양경찰이 주도하면 민간인을 상
대하는 데 장점이 있다. 일부 공여국은 해군에 기부하는 것보다 해안경비대나
해양경찰에 기부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29) 한편, 공여국은 수혜국으로부터
공여된 장비 사용을 위한 교육 훈련제공을 요청받기도 하는데, 수혜국에서 해
군, 해양경찰, 해안경비대를 교육하거나 이들을 자국으로 불러 교육한다.
인⋅태 지역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즉 쿼드
국가들의 기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수혜국 내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첫째, 공
여국이 자국의 이익이나 가치에 기반해 공여를 결정하고, 수혜국에 공여의 반대
급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여국이 원조의 대가로 수혜국이 공여국
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양안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요한다. 또한, 공
여국이 수혜국의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 간섭한다.30) 둘째, 공여국이 원조를 안
보 관련 장비를 판매하고 수리⋅보수하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원
조 자체를 무기 수출과 연계시키거나, 원조한 장비와의 호환성을 명분으로 방산
수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주목받
는 국가는 미국이다. 필리핀에 MDA 장비를 공여하고 있는 미국이 해저 자산이
부족한 필리핀이 러시아제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31) 셋

29) Christian Bueger and Timothy Edmunds, Mastering Maritime Security: Reflexive
Capacity Building and the Western Indian Ocean Experience (Safe Seas: Cardiff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Bristol, 2018), p. 15.
30) 위의 책, p. 18.
31) Lucio Blanco Pitlo, “Preeminence or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 in the Indo-Pacific,”
AMTI Update, CSIS, 2019. 7. 19, https://amti.csis.org/preeminence-or-partnershipthe-united-states-in-the-indo-pacific/(검색일: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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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공여국의 원조로 수혜국 내에서 이득을 보는 집단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긴다. 따라서 수혜국은 원조 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원조가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넷째, 공여로 인해 수혜
국의 MDA 능력배양이 체계적인 계획 없이 단편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수혜국은 무조건 공여를 받기보다는, 제도적 기제를 정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서 공여를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세이첼은 장관급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를 설치하여 원조의 수용이 장기적으로 세이첼의 MDA 능력에 도
움이 될지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32)
결국, 인⋅태 지역 MDA 능력배양에 있어 최대 쟁점은 쿼드 국가나 중국이
아닌 기타 역내 국가가 지역 MDA 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지다. 특
히,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는 아세안 국가들은 쿼드 국가나 중국이 역내 해양
안보 이슈를 주도하는 것에 반감이 높다. 실제로 남중국해에 MDA 논의에 있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
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언급한 ‘말라카 해협 순찰’이다. 3국이 2004
년에 결성하였는데, 2008년에 가입한 태국과 함께 초계함 및 해상초계기를 투
입해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주도하여 개발한
‘말라카 해협 순찰 시스템(Malacca Strait Patrols Information System)’을 통
해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33) 인⋅태 지역에는
MDA와 관련된 다수의 지역 기구나 정보융합 및 공유 센터가 있다. 특히, 서부
인도양 지역에는 8개의 정보공유 센터와 MDA를 위한 6개의 정책 조정 포럼이
작동하고 있어서, 오히려 너무 많아 새로운 기구가 생기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34)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이 주도하여 역내 MDA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한계와

32) Bueger and Edmunds, 위의 책, pp. 9-10.
33) Joseph Hammond, “말레이시아,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 방어 강화,”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9. 12. 17, https://ipdefenseforum.com/ko/(검색일: 2020.
2. 10).
34) Koh, 위의 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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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 첫째, 중국만 ‘해상민병(Maritime Militia)’을 활용한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브루
나이 등도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 해상 분쟁으로 인한 역내 국가 간 감정의 골이
깊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들은 우호적인 국가라도 정보공유를 꺼리는 경향이 크
다.35) 20개 국가가 가입한 ReCAAP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아직도 가입
하지 않고 있는데, ReCAAP-ISC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
이다.36) 즉, 싱가포르가 정보의 융합을 주관하고 있어서 ReCAAP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다. ‘말라카 해협 순찰’의 경우도 3국은 관장 범위를 말라
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으로 국한하고, 당면한 문제인 해적퇴치와 관계없는 지
역으로까지 외연을 넓히려 하지는 않는다.37) 둘째,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인도의 IMAC와 필리핀의 CWS는 미국과 호주의 지원과 기술로 설립되
어 각국의 레이더와 센서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적 제한으로 인
해 자국의 연안 정도만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그마저도 완벽하지 못하
다.38) CWS가 필리핀 영해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탐지하는 데 종종 실패하
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상당 기간 쿼드 국가가 역내 MDA 능력배양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
국가의 기여로 MDA 능력이 배양되면 역내 국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중국 선박
의 ‘불법적이고, 신고하지 않고, 규정에 제어되지 않는(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IUU)’ 어업에 대응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상
쇄시키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해양활동을 제어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다수의 역내 국가는 쿼드 국가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헤징을 염두에 두
고 역내 국가의 MDA 능력배양에 앞장서고 있다고 인식한다.39) 미국이 일본,
35) Jackson 외, 위의 책, p. 9.
36) Prashanth Parameswaran, “America’s New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for
Southeast Asis,” The Diplomat, 2017. 4. 2, https://thediplomat.com/2016/04/
americas-new-maritime-security-initiative-for-southeast-asia/(검색일: 2020. 2.
10).
37) Jackson 외, 위의 책, p. 20
38) 위의 책.
39) 위의 책,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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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함께 역내에서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ystem)’를 구축하고 ‘공
통작전 상황도(Common Operational Picture)’를 생성하게 된다면 실제 중국
과의 군사적 충돌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쿼드 국가가 MDA를 매개
로 역내 국가와 쌓은 협력의 경험과 신뢰는 중국과의 전통안보 이슈로도 전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인⋅태 국가는 쿼드 국가의 MDA 기여로 미국과 중국
의 지정학적 경합이 더욱 심화할 것을 우려한다.40) 물론 역내 국가가 인⋅태
지역 해상에서 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쿼드 국가의 기여는 단⋅중기적 관점에서 지역 안정에 기여한
다. 그러나 쿼드 국가의 기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합을 심화시킨다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합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역내
국가는 미국 등 쿼드 국가가 주도하는 MDA에 유보적이게 될 것이다. MDA가
미⋅중 간 지정학적 경합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역내 국가의 우려는 싱
가포르-IFC가 해군이나 해양경찰 소속 선박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데도
반영되어 있다.41)
인⋅태 지역 MDA를 쿼드 국가와 기타 역내 국가 중 어느 쪽이 주도할지와
깊게 연관된 이슈가 MDA 정보공유 네트워크에서 어느 국가의 기술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의 문제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2005년부터 웹
에 기반을 둔 정보공유 프로그램인 ‘수르픽 (Surface Picture, SURPIC)’을 사
용하여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적퇴치를 위해 선박을 감사하고 있다.42) 싱가포르
IFC는 정보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Open and Analys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OASIS)’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장교가 각국의 실시간
정보를 전달받아 입력하는 정보와 다수의 상업용 위치추적 플랫폼에서 취합한
정보가 융합된다.43) 싱가포르는 또한 2019년에 IFC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40)
41)
42)
43)

위의
위의
위의
위의

책.
책, p. 20.
책, p. 37.
책,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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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의 ‘신속 정보 교환 시스템(Real-Time Information-Sharing System,
IRIS)’을 전략화하여, 싱가포르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양정보 공유 훈련
(Maritime Information sharing Exercise, MARISX)’에 사용하였다.44) 마다
가스카르와 세이첼에 위치한 정보공유 센터들은 EU에 의해 개발된 ‘인도양 지
역 정보공유 플랫폼(Indian Ocean Regional Information Sharing(IORIS)
platform)’을 사용하고 있다.45)

한편,

미국은 기밀 정보 수준에서는

CENTRIXS를 사용하여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 상황
인지 영상(Common Situational Awareness Display)’을 제공한다. 기밀이 아
닌 정보를 공유할 때는 미군의 ‘인터넷 기반 정보공유체계(All Partners Access
Network, APAN)’를 활용한다. APAN은 타 국가가 미 국방성의 네트워크나 하
드웨어에 접근하지 않아도 웹에 기반을 두고 대화 채널을 유지하거나 정보를 전
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긴급상황에서 ‘비정부기구(NGO)’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동맹국이나 안보 우호국과 군사훈련 시 유용하다. 일례로 2013년 필리핀 ‘하이
엔(Haiyan)’ 태풍 재해 때 사용되었고, 미국, 한국, 일본이 ‘인도적 지원 및 재
난구호(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정보를 공유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미국 7함대가 다국적 군사훈련 시 주로 APAN를 사용하
는데, 7함대가 주관한 2014년 ‘환태평양 합동 연습(Rim of the Pacific
Exercise, RIMPAC)’에 중국이 참여하였던 이유 중 하나도 동 시스템에의 접근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APAN에의 접근은 허용했지만, CETRIXS에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았다.46) 미국은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접근과 정보교환
이 가능한 ‘시비젼(SeaVision)’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2018년 동남아 국
가들과의 ‘동남아시아 협력 및 훈련(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44)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아세안-미국 해상 합동 훈련 관련 싱 국방부 보도자료 및
관련 언론 기사,” 싱가포르 정세, 2019. 9. 3, http://overseas.mofa.go.kr/sg-ko/index.
do(검색일: 2020. 2. 10).
45) Christian Bueger, “The IFC at ten: Attending the MARISX Information Sharing
Exercise in Singapore,” 2019.5.18., http://bueger.info/the-ifc-at-ten-attendingthe-marisx-information-sharing-exercise-in-singapore/(검색일: 2020.2.10).
46) Jackson 외, 위의 책,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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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SEACAT)’과 ‘해상 협력 준비 훈련(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CARAT)’ 때 사용하였다.47) 미국이 기술 프로그램과 소프트웨
어를 개발⋅배포⋅운영하는 이유는 미국이 정보 취합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정보 보안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4. 인⋅태 지역 MDA 능력배양을 위한 Quad 국가의 개별
적 기여와 중국의 대응
쿼드 국가가 인⋅태 지역에서 MDA 능력배양을 위한 기여를 늘려가고 있
다.48) 2000년 예멘에 정박한 미국 구축함 ‘콜(Cole)’에 대한 알카에다의 자살
폭탄 테러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015년에 국방성 명의의 ‘아시아⋅
태평양 해양안보전략(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9) 동 보고서는 MD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조, 공동군사훈련,
방산 수출 등을 동남아 해양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기여로 간주하였
다.50)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해양안보 이니셔티브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를 통해 2016년부터 5년간 USD425
million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군대 지원 자금(Foreign Military Financing,
FMF)’에서도 일정 금액을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해 할당하고 있
다. 2018년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동남아 국가의 해양안보, 재난구호, 평화
유지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FMF에서 USD290.5 million을 배정하겠다고 선

47) Kristopher Sousa and Daniel Minter, Unclassified Maritime Domain Awareness:
Results of At Sea Experimentation during SEACAT ‘18 (Monterey: Naval
Postgraduate School, 2019), p. 7.; Greenway and Sipes, 위의 책, p. 3.
48) 박재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추진방안,”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세안인도연구센터, 뺷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뺸 (서울: 국립외교원,
2019), pp. 247-254.
49) Koh, 위의 글, p. 2.
50) Jackson 외, 위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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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였다.51) 또한, 2018년 12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로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RIA)’은 남아시아와 동
남아시아에서 MDA 프로그램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52) 미국은
2020년부터 MSI가 적용되는 대상 국가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인⋅태
지역 주요 국가의 MDA 능력배양에 적극적이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
1960~1970년대에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능력 배양을 위해 미국과
손잡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에 2017년에 고속정과
순찰선 12척을, 2019년에 USD12 million 상당의 순찰선 6척을 제공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때, 고속정을 추가로
공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53) 미국은 필리핀에도 다수의 정찰선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데로 필리핀이 CWS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미
국은 또한 말레이시아가 ‘해안경비 레이다 기지국(Coastal Surveillance Radar
Stations)’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인도네시아의 MDA 능력배양에도 협
조하고 있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SEAMLEI의 전문가 워크숍이 인도네시아 발
리에서 2019년 6월에 개최되었는데, 미국의 연안경비대와 인도네시아의 해양경
비대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해안 경비대와 함께 마약밀수 및
IUU 어업 방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54) 미국은 2018년에 방글라데시 군
인 223명을 인⋅태 지역 군사교육 과정에 파견하기 위해 USD3.3 million을 지
출했으며,55) 2019년에는 ‘샤크 보트(Metal Shark Boat)’ 5척을 방글라데시에
51) Heritage Foundation, “Asia,” Assessing the Global Operating Environment, 2019. 10.
30, https://www.heritage.org/military-strength/assessing-the-global-operatingenvironment/asia(검색일: 2020. 2. 10).
52) Koh, 위의 글, p. 8.
53) 로이터, “미국, 베트남에 남중국해 순찰 강화용 선박 제공,”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9. 12. 12, https://ipdefenseforum.com/ko/(검색일: 2020. 2. 10).
54)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Weekly ASEAN, 2019-04호, 2019. 7. 5, http://overseas.
mofa.go.kr/asean-ko/index.do(검색일: 2020. 2. 15.); Pitlo, 위의 글.
55) 포럼 스태프, “방글라데시와 미국, 방위 조약으로 협력 본격화 희망,”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9. 11. 24, https://ipdefenseforum.com/ko/(검색일: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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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였다.56)
미국은 역내 국가의 조기 경보체제, 해양순찰 및 정찰 시스템, 항공 정찰 시
스템을 구축해주는 방향으로 기여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57) 그러나
미국의 재원은 제한되어 있다. 밴 잭슨(Van Jackson) 등은 미국이 장비 공여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 MSI 자금 USD425 million은 역부족임을 지적하면서, 차
라리 MSI 재원의 일부를 웹 기반 응용프로그램 개발, 선박용 트랜스폰더 배급,
지역 파트너 간 정보공유를 위한 ‘참여자 접근 영상(Participatory-access
Picture)’ 구축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58)
호주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20여 년간 남태평양 지역에서 ‘태평양 순찰선
프로그램(Pacific Patrol Boat Program, PPBP)’을 수행했다. 도서 국가에 정
찰선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PPBP를 수행한 후 현재는 ‘태평양 해양안보 프
로그램(Pacific Maritime Security Program, PMSP)’을 가동 중이다. 2017년
에 동 프로그램의 2기가 시작되었는데, 호주는 30년간 AUD2 billion을 투자하
여 정찰선을 교체하고, 역내 항공 감시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선언하였다.59)
특히, 2018~2023년에 12개 도서 국가에 19척의 ‘가디언 급(Guardian-class)’
정찰선을 제공하고, 동티모르에도 2023년에 2척을 제공할 예정이다.60) 한편,
호주는 남태평양에서 ‘P-3 오라이온(Lockheed P-3 Orion)’ 정찰기로 취득한
해양정보를 도서 국가에 제공해왔고,61) 파푸아뉴기니의 ‘롬브럼(Lombrum)’ 해
군 기지를 개발하여 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2차 대전시
롬브럼을 거점 항구로 사용하였던 미국도 롬브럼 해군 기지 개발에 동참하겠다
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호주는 바누투아에서 신입 경찰을 훈련하는 임무를 맡기
56) CTF 73 Public Affairs, “U.S. Presents Shark Boats to Bangladesh Navy,” US 7th Fleet,
2019. 4. 30, https://www.c7f.navy.mil/Media/News/Display/Article/1830895/uspresents-shark-boats-to-bangladesh-navy/(검색일: 2020. 2. 10).
57) Jackson 외, 위의 책, pp. 37, 43.
58) Jackson 외, 위의 책, p. 27.
59) Australia’s Department of Defence, “Pacific Maritime Security Program,” Annual
Report 2017-18, https://www.defence.gov.au/annualreports/17-18/Features/Maritime.
asp (검색일: 2020. 2. 10).
60) 위의 글.
61) Cheng, 위의 글,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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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경찰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였는데,62) 좀 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태평양 모바일 훈
련팀(Pacific Mobile Training Team, PMTT)’을 창설할 예정이다. PMTT는 호
주에 본진을 두고 도서 국가의 초청으로 해당 국가에 배치되어 군대나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장비 사용법을 전수하게 된다.63)
남태평양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역내 국가의 ‘해
양능력배양’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필리핀 정부의 테러 진압 작전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에 필리핀 정부가 남부 민다나오섬 ‘마
라위 (Marawi)’에서 테러 진압 작전을 펼쳤을 때 정찰기를 지원하였다. 호주는
필리핀군 7,000여 명에 대한 테러 진압 교육훈련도 제공하였다.64)
일본 또한 호주와 유사하게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배양’에 기여하고 있
다. 공적 개발원조 형태로 베트남에 정찰선 6척을 이미 제공했던 일본이 2017년
1월 양국 정상회담 시, 신형 정찰선 6척을 추가로 베트남에 제공하겠다고 공언
하였다. 실제로 일본은 필리핀에 방산협력을 통해 첨단 장비를 수출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해군 훈련기, 순찰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가장 최근에
는 2019년 11월에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고속순찰선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본
은 아베 총리가 2017년 10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회담 시 필리핀에 해
양감시 레이다를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팀도 파견할 것이라고 약속
하였는데,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이 필리핀에 첨단 레이더를 수
출하거나 무상 제공하게 된다면, 2014년에 일본의 레이더 기술 수출 금지가 해
제된 후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필리핀도 2019년 10월 개최된 제1회 ‘필리
핀⋅일본 방위 산업 포럼’에서 카르도조 루나 국방부 차관이 일본이 첨단 무기
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자위대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
언하였다.65)
62) Jane Hardy, “호주의 역할 인도 태평양에서,”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9. 11.
11, https://ipdefenseforum.com/ko/(검색일: 2020. 2. 10).
63) 위의 글.
6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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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베트남의 위성 발사를 돕고 있다. 베트남은 우주에 기반을 둔
MDA에 관심이 많다. 2008년에 첫 번째 통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던 베트남은
2013년에 고해상 광학위성인 ‘지구 관측 위성(Earth-observation Satellite)’
를 궤도에 올린 바 있다. 베트남과 일본은 2017년에 위성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
하였고, 다수의 ‘베트남 우주 센터(Vietnam Space Center)’ 연구자가 일본에
서 수학하였다. 베트남은 일본의 도움 아래 베트남 과학 기술로 제조한 소형 지
구 관측 위성인 MicroDragon을 2019년 1월에 일본 우주센터에서 발사하여 성
공적으로 궤도에 올렸다.66)
인도의 경우,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등에 방산 수출을 하고 있으
며 군사 기술을 전수하기도 한다.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해군에 반잠수함 훈련
등을 포함한 해군 군사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고, 인도네시아 ‘사
방(Sabang)’ 항구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 거점 항구를 확보하려
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동남아 지역의 MDA 능력배양에 뚜렷이
기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MDA에 관한 한 인도의 관심 지역은 동남아보다는 인
도양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는 몰디브, 마우리티우스, 스리랑카,
세이첼 등 인도양 국가의 해안 레이다를 연결하는 유일한 정보융합 센터인
IFC-IOR와 정보 관리 및 분석 센터인 IMAC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국, 호
주, 일본과 비교할 때, 인도는 역내 MDA 능력배양에 기여하는 것보다 자국
MDA 능력배양을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 협력하는데 더 관심이 많다.
중국은 쿼드 국가가 역내 MDA 능력배양에 기여하는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역
내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지만, 공여국과 수혜국의 특성상 중국
의 군사적 부상에 대비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여국은 미국
과 미국의 동맹국이고, 주요 수혜국은 미국의 동맹국 또는 중국과 안보적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67)
65) Joseph Hammond, “일본과 필리핀, 군사 및 방위 산업 동맹 강화,” Indo-Pacific Defense
Forum, 2020. 1. 8, https://ipdefenseforum.com/ko/(검색일: 2020. 2. 10).
66) Cheng, 위의 글, p. 8.
67) 박재적, 위의 글, pp. 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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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역내 국가와의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역내 국
가와 비전통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5년에 ‘아⋅태지역 해
양 행정 기관장 회의(Asia-Pacific Heads fo Maritime Administrations
Conference)’와 ‘북태평양 해안경비대 법 집행 협력 포럼(Cooperation for
Law Enforcement of the North Pacific Coast Guard Agencies Forum)’을
개최하였다.68) 또한, 아⋅태 지역 등대 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대규모 재난구조 작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하기도 하였다.69) 2016년에 중국 해안경비선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2017년에는 중국과 필리핀이 ‘해양협
력을 위한 해안경비 위원회(Joint Coast Guard Committee on Maritime
Cooperation)’를 설립하였다.70) 2018년에는 중국과 아세안이 처음으로 공동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다. ‘슈 공(Xue Gong)’은 중국이 역내 국가와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증가시키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배가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안보 규범과 기구를 형성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할 것으로 전망한다.71)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역내 국가의 ‘해양능력 배양’을 위한 공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72) 역내 국가에 내비게이션 도구나 기본적인 정찰 장비를 제공
하는 데 그치고, 선박이나 정찰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제했다. 2010년에 동티모
르가 중국 정찰선 2척을 구매하였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도 중국의 전함을 구
매하였지만, 공여는 아니었다.73) 그러나 최근 중국의 행보에 변화의 조짐이 보
인다. 중국은 필리핀과의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4척의 정찰선을 필
리핀에 제공하였다.74) 2019년 7월에는 호위함을 스리랑카에 제공하였으며, 중
68) Xue Gong,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implications for Indo-Pacific Geopolitics,” International Affairs, Vol. 96, No.
1(2020), p. 44.
69) 위의 글.
70) 위의 글.
71) 위의 글, p. 47.
72) Euan Graham, “Beijing’s Maritime Gifts,”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2018.
8. 3.,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beijing-maritime-gifts(검색
일: 2020. 2. 10).
7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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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하이에서 110여 명의 스리랑카 해군 장교와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였다.75) ‘위안 그램(Euan Graham)’이 지적하는 것처럼 중국의 공여
는 아직은 성능이 낮은 소형 정찰선 정도이다.76) 그러나 향후 역내 MBA 능력
배양을 위한 쿼드 국가의 기여가 중국 헤징의 방향으로 노골화된다고 중국이 인
식한다면 중국도 공여의 양과 질을 높여 나갈 공산이 크다.

5. 인⋅태 지역 MDA 능력배양을 위한 쿼드 국가 간 협력과
외연 확장
쿼드 국가가 개별적으로 인⋅태 지역의 MDA 능력배양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쿼드 국가 간 양자, 삼자 협력을 점증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먼저 양자
협력의 예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미국과 MDA를 위한 우주 협력을
추진할 정도로 MDA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국과의 해양 영토분쟁 등으
로 MDA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긴급한 실익이 있는 일본은 다수의 위성을 통해
해상을 감시하고 있다.77) 매년 개최되는 미국과 일본의 장관급 2+2회담에서 양
국은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 아베 총리는 2020
년 1월 ‘우주작전대’를 창설하고 미국의 ‘우주사령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천
명하였다.78) 일본과 인도는 2018년 10월 아베 총리와 모디 수상의 정상 회담에
서 양 국가 해군의 MDA 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2019
74) Francis Wakefield, “PH gets 4 new patrol boats, 30 grenade launchers from China,”
Manila Bulletin, 2018. 7. 31., https://news.mb.com.ph/2018/07/29/ph-gets-4-newpatrol-boats-30-grenade-launchers-from-china/(검색일: 2020. 2. 10).
75) Yang Yi, “China-donated frigate arrives in Sri Lanka,” Xinhua, 2019. 7. 8,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07/08/c_138209800.htm(검색일: 2020. 2. 10).
76) Graham, 위의 글.
77) 유민호, 위의 글.
78) Voice of Korea, “일본 ‘우주작전대’ 창설 --- 대미 협력 강조,” 2020. 1. 23,
https://www.voakorea.com/world/asia/ilbon-ujujagjeondae-changseoldaemi-hyeo
blyeog-gangjo(검색일: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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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에 개최된 최초의 장관급 2+2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는
데, ACSA가 체결되면 병참을 위해 상대국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미 인도와 ACSA를 체결한 미국,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일본 자위대도
‘안다만-니코바르 제도(Andaman and Nicobar islands)’에 위치한 인도 해군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다만-니코바르 제도’는 중국, 한국, 일본의 최
대 무역 통로이자 원유 수입 통로인 말라카 해협에 가까이 있으므로 MDA의 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과의 ‘3자 전략대화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의 틀에서 양자 안보협력 관계를 ‘준동
맹(Quasi-alliance)’ 단계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양국은 2019년 11월에 북한
의 공해상 불법 환적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2020년 2월에는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해 호주 공군의 P-8A 해상초계기가 6번째로 일본 영해에 배치
되었다.79)
쿼드 국가 간 삼자와 사자 협력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8월 1일 일본 코노
외상, 호주 페인 외교장관,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이 참석한 9차 미국⋅일본⋅호주
TSD 회의에서 3국이 해양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주목할 것은
3국이 인⋅태 지역 국가의 MDA 능력배양을 위해 공동으로 ISR 정보와 자원을 제
공할 가능성이다. 3국은 2016년에 체결된 ‘미국, 호주, 일본 간 삼자 정보공유 협
정(US, Australia, Japan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에
의해 높은 수준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인도가
2018년에 개최된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2+2회담에서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munications Compatibility and Security Agreement, COMCASA)’
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의 정보공유 네트워크인 ‘링크-16(Link-16)’에 쿼드 국가
들이 모두 연결되게 되었다.80) 이와 같은 밀접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향후 쿼
79) 지다겸, “호주 “북한 불법환적 감시용 해상초계기 다음주 일본 배치”…2018년 이후 6번째,”
Voice of Korea, 2020. 1. 2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
australia-aircraft(검색일: 2020. 2. 10).
80) Cheng, 위의 글,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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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국가가 ISR 자원이 부족한 베트남, 필리핀 등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필
요한 장비를 공여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81) ISR 정보제공과 장비
공여의 가능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미사일에 대항하여 ‘미
사일 방어(Missile Defense)’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장비 구매나
사이버 보안 기술 확보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일
본, 호주가 MDA를 위한 ISR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공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적 제한이 있는 주요 거점 인⋅태 국가들을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 유인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인도, 일본은 1992년에 시작된 미국과 인도의 연례 군사훈련인
말라바에 일본이 2015년부터 매년 참가하는 형식으로 3자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9월~10월에 실시된 말라바는 대잠수전, 해상 차단, 대공 사격 등
해상, 해저, 우주 영역에서의 복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였다. 호주의 경우, 2007
년에 말라바 훈련에 참여한 이후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하여 말
라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호주에서 중국 위협론이 급속히 증가하
면서, 2017년과 2018년에 호주가 말라바 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중국
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한 인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호주와 인도는
2015년부터 격년으로 양자 해군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양자 군사훈련은 호
주가 말라바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82)
쿼드 국가가 소다자 MDA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데이비드 브레우스터
(Davis Brewster)’는 4국 해안경비대 간 연대를 제안한다.83) 4국 모두 앞서 언
급한 HACGAM의 회원국이고, 인도와 일본의 해안경비대는 2000년부터 남인도
지역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84) 헌법적 제약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보
81) Jackson 외, 위의 책, p. 27.
82) Amruta Karambelkar, “Exercise AUSINDEX-2019: A New High in India Australia
Defence Cooperation,” 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2019. 5. 2.,
https://www.vifindia.org/article/2019/may/02/exercise-ausindex-2019-a-new-highin-indiaaustralia-defence-cooperation(검색일: 2020. 2. 10).
83) David Brewster, “It’s time for a“Quad” of coast guards,”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2019. 8. 12,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time-quadcoast-guards(검색일: 2020. 2. 10).

28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1호(통권77호)

다는 해안경비대가 역내 ‘해양능력 배양’에 더욱 기여해 왔는데, 같은 맥락에서
쿼드 국가의 MDA 소다자 협력에서도 해군보다는 해안경비대 또는 해안 경찰이
주축이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쿼드를 중국에 대한 봉쇄의 도구
로 인식하는 중국을 의식하여 쿼드 국가 해군의 공여에 유보적인 국가도 해군이
아닌 해안경비대 또는 해안 경찰에 의해 지원되는 공여와 이들과의 MDA 협력
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85)
쿼드 국가는 역내 MDA 능력배양을 위해 쿼드 외 국가와 협력의 외연을 넓히
고 있다. 이른바 ‘쿼드 플러스(Quad-Plus)’의 일환인데, 특히 2017년 인⋅태
전략 공간개념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후 쿼드 국가와 프랑스 및 영국과의 안보협
력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안다만-니코르바 제도에 있는 기지를 기반으로 말라카 해협에 대한
MDA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 광활한 인도양의 주요 MDA 전략지점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에 프랑스가 인도와 협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도
양 서쪽 끝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의 해군력을 투사해 왔는
데, 좀 더 넓은 인⋅태 지역으로 안보 활동 영역을 확장 중이다. 프랑스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93%, 병력 8,000명, 150만 인구가 인⋅태 지역에 있다.86)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5월 호주 방문 시 중국에 대항한 ‘파리-델리캔버라’ 축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은 인도양에서 있는
프랑스령 ‘레위니옹(reunion)’, 호주령 ‘코코스 아일랜드(Cocos Islands)’ 그리
고 인도령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서 각국이 취합하는 정보가 공유되고 상호
군함의 접근이 용인된다면, 3국이 광활한 인도양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
는 점에 기인한다.87) 프랑스와 인도는 2018년 9월에 공동으로 해양 감시 위성
84) 위의 글.
85) 위의 글.
86) France Ministry of Europe and Foreign Affairs, “The Indo-Pacific region: a priority
for France,” 2019. 9.,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asia-andoceania/the-indo-pacific-region-a-priority-for-france/(검색일: 2020. 2. 10).
87) Raja Mohan, “Paris, Delhi & Canberra: A new Indo-Pacific axis?,” Asia Dialogue,
2018. 5. 10, https://theasiadialogue.com/2018/05/10/paris-delhi-canberra-a-newindo-pacific-axis/(검색일: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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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인도가 그동안 타 국가와 수행한 어
느 우주 프로그램보다 큰 규모인 약 8~10개 정도의 위성을 공동으로 궤도에 올
릴 예정이다.88) 또한, 프랑스는 2019년 3월~5월에 샤를 드골호가 포함된 항모
전단을 인⋅태 해역에 파견하여 일본, 인도, 이집트와 각각 군사훈련을 실시하
였고, 5월에는 인도양에서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
였다.
영국 또한 브렉시트 탈퇴 결정 이후 일본을 포함한 쿼드 국가와의 해양협력을
늘리고 있다. 2018-19년에 상륙수송함인 ‘HMS 알비온(Albion)’을 포함하여 영
국함정 5척이 아시아 해역에 파견되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 이행 임무와 남중
국해 및 대만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였다.89)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및 ‘5개국 국방협력’의 일원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군사훈련을 하였다. 영국 윌리엄슨 국방장관은 2019년 2월에
최신예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를 남중국해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90) 퀸 엘리자베스의 배치는 2021년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중국이 강력
하게 반발하고 있다.91) 영국은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5개국 국방협력(Five Powers Defence Arrangement)’의 일원이어서 이미 역
내에 안보협력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쿼드 국가가 MDA 협력의 외연을 넓
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대상 국가이다. 브렉시트 후 ‘글로벌 영국(Global
Britain)’을 표방하고 있는 영국이 쿼드 국가가 요청하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임무 수행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92)
향후 쿼드 국가 간 그리고 쿼드 국가와 ‘동심국가(likeminded state)’의 MDA
88) Cheng, 위의 글, p. 8.
89) Ian Storey, “Britain, Brexit,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nalysis, Maritime
Awareness Project, The National Burea of Asian Research, 2020. 2. 3.,
https://www.nbr.org/publication/britain-brexit-and-the-south-china-sea-disp
utes/(검색일: 2020. 2. 10).
90) 동정민, “국방장관 좌충우돌 발언에 골치아픈 英,” 뺷동아일보뺸, 2019. 2. 1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218/94165348/1(검색일: 2020. 2. 10).
91) 배재성, “英 ‘퀸 엘리자베스’ 항모 태평양 파견에 中 “적대행위”반발,” 뺷중앙일보뺸, 2019. 9.
10., https://news.joins.com/article/23575394(검색일: 2020. 2. 10); Storey, 위의 글.
92) Storey,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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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MDA 협의와 정책 조율을 늘려
나가야 한다.93) 이러한 맥락에서 쿼드 국가들은 2017년 이후 6차례 개최된 쿼
드 협의를 지속하는 데 있어, 쿼드 협의를 노골적인 중국 봉쇄의 도구로 운영하
기보다는 역내 인프라 투자와 함께 MDA 능력배양을 위한 정책 조율의 플랫폼
으로 활용해 나갈 공산이 크다. 동 협의를 통해 쿼드 국가는 인⋅태 지역 MDA
현황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각국의 기여에 대한 타국의 이해를 높여갈 수 있다.
또한, 인⋅태 지역 MDA 능력배양을 위해 어느 국가가 어떠한 MDA 정보와 자
산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공동 감시나 공동순찰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
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94)

6. 결 론
인⋅태 지역에서 MDA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미⋅중 지정학적 경합이 심
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역내 국가가 MDA 능력
배양을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일례로 쿼드 이외 국가가 중심이
되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기존의 정보
융합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태 지역 차원의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역
내 국가를 대상으로 한 MDA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95)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
처럼 역내 국가 간 신뢰 부족과 쿼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장비, 기술
및 자본력 부족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국가가 역내
MDA 능력배양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쿼드 국가의 역내 MDA 능력배양은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에 대한 헤징이다. 역내 국가의 ISR 능력을 향상시키고,

93) Brewster, 위의 글.
94) Jackson 외, 위의 책, p. 34.
95) Cheng, 위의 글,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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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등을 생산하면 향후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MDA 협력을 통해 쿼드 국가와 역내 국가가 쌓는 협력
의 경험과 신뢰는 필요하면 전통안보의 영역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태 지역에서 쿼드 국가 간 양자 및 다양한 소다자 MDA 협력이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쿼드 국가 모두의 해군 또는 해안경비대가 참여하
는 MDA 훈련 및 쿼드 국가가 주축이 되는 해양안보 ‘즉각 대응군(on-call
force)’의 창설도 배제할 수 없다.96) 그런데, 쿼드 국가가 MDA 협력을 강화하
면 할수록, 중국도 MDA 능력배양을 위한 기여를 점차로 늘려나갈 것이다.
MDA로 쿼드 국가와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합이 더욱 심화하여, 둘 사이에서 선
택을 강요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역내 국가는 쿼드 협력이 중국을 배제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따라서 쿼드 국가는 적어도 표면상으로
는 중국과의 협력도 타진할 것이다. 일례로, 미국 MDA 네트워크에서 생산⋅취
합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의 ‘바이두 위성 시스템
(Baidu Navigation System)’에 대한 접근과 중국의 30,000척 어선에 대한 정
보공유를 중국에 요청할 수 있다.97) 이 경우 양측이 제공 정보의 정확성, 기만
정보 여부, 정보 체증을 노린 고의적인 다량 정보 발산 의혹 등을 둘러싸고 대립
할 수 있다.

96) 위의 글, pp. 8-9.
97) Jackson 외, 위의 책,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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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atus of ‘Maritime Domain
Awareness’ in the Indo-Pacific Reg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Quad States’ Contributions:
Issues and Prospects
Lee, Jung-Hoon (Yonsei University)
Park, Jae Jeo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ince US President Donald Trump’s Asia visit in November 2017, the
Quad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
(hereafter, Quad) re-emerged after years of dormancy. When the Quad first
emerged in 2007, it failed to last more than a year resulting from China’s
strong criticism. Following its re-emergence, the four states have used the
Quad more as a platform to coordinate their respective infrastructure
investments in Indo-Pacific, rather than as an outright mechanism for hedging
China’s military rise. With that in mind, this article explores the potential of
the Quad to serve as a platform for minilateral cooperation that could enhance
regional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describes the concepts of MDA and the process of information collection,
fusion and sharing for MDA. This is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MDA in Indo-Pacific, including contentious issues in
cultivating MDA in the region. Finally, after analyzing Quad states’ respective
contributions to the enhancement of regional MDA and China’s response to
them, the article proceeds to argue that Quad states have been pursuing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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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most likely continue to pursue – minilateral cooperation over MDA
amongst themselves as well as with ‘Quad plus’ states such as France and
Great Britain.

Key Words: Maritime Domain Awareness, Maritime Capacity Building, Quad,
Maritime Security, Indo-Pacific

투고일: 2020.02.14.

심사일: 2020.03.06.

40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1호(통권77호)

게재확정일: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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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미 (연세대학교)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강군몽(强軍夢)’
2.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력 경쟁과 중국의 군사혁신
3.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과 군사기술발전 추진체계
4. 중국 군사지능화의 핵심 분야와 국영방위산업체의 역할
5. 결 론

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내겠다
는 중국몽(中國夢)은 중국군을 세계일류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강군몽(强軍
夢)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사지능화
의 가속화와 정보통신체계에 기반한 전투력의 제고를 강조한 바와 같이 중
국 강군몽은 군사지능화(军事智能化)를 핵심담론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강
군몽 추진의 핵심체계는 군민융합(Civil-Military Integration, CMI)으
로, 중국공산당은 2017년 시진핑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민융합발전위원회
(中央军民融合发展委员会)를 설치하여, 중국 군사혁신 실현을 위한 민군협
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에서 중국 기술력이 급속히 부상하는 상황은 중국이 지능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라는 군사혁신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한 민군협력
강화를 가속화하는 주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에 열세인 중국의 군사전략은 전통적, 전면
적 군사력 추격 전략이라기보다 5G, AI, 드론, 우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핵심기술을 활용한 상쇄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본 논문
은 첨단군사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대미 군사전략을 비대칭 세력균
형(asymmetric balancing)으로 보고, 군사지능화를 핵심으로 한 중국의
군사기술혁신 전략, 군사기술혁신 추진체계의 변화, 특히 군민기술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군민융합체계(Civil-Military Integration, CMI)를 분석하
고, 국영 방위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국 군사기술혁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군협력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결론에서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
략이 한편으로는 군사력 강화의 기반이면서 한편으로는 핵심기술기반의 경
제성장 전략이라는 이중목적(dual-purpose) 전략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의 군사지능화 전략과 군민융합정책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4차 산업혁
명 시대 미중 군사력 경쟁은 새로운 군비경쟁의 양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한다.
| 주제어 | 중국, 군사혁신(RMA), 4차산업혁명, 지능화, 군민융합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강군몽(强軍夢)’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군사현대화는 산업, 과학, 농업의 현대화와
함께 중국의 발전과 부상에 중대한 과제로 지속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 들어 중
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며 21세기 중엽 세계일류강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을 역설하고 있다. 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
한 부흥을 이뤄내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은 세계일류강군을 꿈꾸는 강군몽을 주
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1) “부국과 강군, 이 두 가지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에 양대 기초(富国和强军，中华民族实现伟大复兴的两大基石)”라는 시진핑의
언급은 중국의 꿈에 군사력이 가진 중요성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2) 시진핑
주석이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밝힌 강군몽의 계획은 2020년까지 인민해방군
이 기계화와 정보화로 군사력을 제고하고,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50년까지 세계일류의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것이다.3) 21세기 중
엽 중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세계최고의 위치에 있는 강대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강군몽 전략의 핵심담론 중 하나가 군사지능화(军事智能化)이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군사지능화의 가속화와 정보통신체계에 기반한
전투력의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4)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라는 군사혁신의 추세
는 중국의 강군몽 실현에 기회가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강군몽 전
략은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의 기술력,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적 활용과
1)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国防白皮书全文” 2015.05. http://www.81.cn/dblj/
2015-05/26/content_6507373.htm(검색일: 2019.03.15).
2) 人民日报. “沿着中国特色强军之路阔步前进——党中央、中央军委领导推进国防和军队建设70年
纪实.” 2019.09.28. https://baijiahao.baidu.com/s?id=1645920941470993060& wfr=
spider&for=pc(검색일: 2019.10.01).
3) China Daily. “PLA to be world-class force by 2050.” 2017.10.27. http://www.chinadaily.
com.cn/china/2017-10/27/content_33756453.htm(검색일: 2019.10.03).
4) 石纯民. “军事智能化时不我待.” 中国军网 2017.12.11. http://www.81.cn/gfbmap/content/
2017-12/11/content_193967.htm(검색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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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술의 발전을 주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기술이 핵심전투력이라는 점에
서 중국은 자주적으로 주요 기술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언급은
군사력에 있어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5) 특히 5G, AI, 드론,
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
다는 점은 중국의 미래 군사력 강화에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6월,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과 칭화대학이 개최한 인공지능(AI)의 군
민양용(軍民兩用) 컨퍼런스에서 군민융합위원회 장비개발부 부부장은 “AI가 향
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군민양용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6) 1978년
개혁개방이후 군사현대화에 있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기술의 중요성은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의 도래와 중국의 기술력 향상은 그 어느 때보다 군
사기술과 민군기술협력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글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의 추세 속에서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
과 구체적인 양상들을 분석한다. 전통적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에 열세인 중국의
군사전략은 전통적 전면적 추격전략이라기 보다는 5G, AI, 드론, 우주, 사물인
터넷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추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전략은 미래핵심기술 돌파를 통한 비대칭 세력균형
(asymmetric balancing)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미중 군사력경쟁에서
중국이 전통적 군사력의 열세를 비전통적 군사기술을 강화하는 비대칭 세력균
형의 추구로 상쇄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군민융합체계(Civil-Military Integration, CMI), 군사기술연구혁
신의 중점과 국영 방산업체들의 변화 등 군사지능화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한다.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은 한편으로는 군사력 강화의 기반이면서 한
5) Xijingping. “Secure a Decisive Victory in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in All Respects and Strive for the Great Success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 for a New Era.” 2017.10.17. The Address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ttp://www.xinhuanet.com/
english/download/Xi_Jinping%27s_report_at_19th_CPC_National_Congress.pdf(검색일:
2019.03.02).
6) 科学网. “长城工程科技会议”第三次会议聚焦人工智能.” 2017.06.26. http://news.sciencenet.
cn/htmlnews/2017/6/380507.shtm(검색일: 2019.03.04).

44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1호(통권77호)

편으로는 핵심기술의 향상과 산업화의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은 군사력 강화전략이면서 기술경제 발전전략이라는 점
에서 (dual-purpose)의 전략이기도 하다. 청(Cheung)은 시진핑 시대 중국을
기술안보국가(Techno-Security State, TSS)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
의 향상과 산업발전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력과 기술력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안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라는 것이다.7) 반대로, 중국의 기
술력 향상은 군사력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중국이 2015년에 중국경제혁신
전략으로 제시한 ‘중국제조 2025’가 핵심분야로 설정한 IT, 로봇, 우주, 첨단선
박 등은 쉽게 군사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의혹을 받아왔다. 중
국이 주력하는 기술의 군민 이중용도 전략(dual use policy)과 군민융합체계는
군사기술의 향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서 본 글은 4차 산업혁명시
대 안보와 기술, 산업의 경계가 점점 더 불명확해 지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군
사지능화 전략과 군민융합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중 간 군사
력경쟁이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등 미래 핵심기술 경쟁과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
서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군비경쟁의 양상과 함의를 제시한다.

2.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력 경쟁과 중국의 군사혁신
가.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군사력 경쟁의 부상
27년전 아킬라와 론펠트(Arquilla, Ronfeldt 1993)는 “사이버 전쟁이 온다
(Cyber war is Coming)”고 경고한 바 있다.8) 4차 산업혁명시대 사이버 전쟁의
7) Taiming Cheung. 2018. “China’s Rise as a Global Military Technological Power:
Geo-Strategic and Geo-Economic Implications.” https://chairestrategique.
univ-paris1.fr/fileadmin/chairestrategiesorbonne/Conference_2018/Documents/Tai_
Ming_Cheung_-_Chaire_des_Grands_Enjeux_Strategiques_2018.pdf(검색일:
2019.02.04).
8) John Arquilla; David Ronfeldt. 1993. “Cyberwar is Coming!” Comparative Strategy 12
(2).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prints/2007/RAND_RP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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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사이버 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AI로봇, IoT와 같은 다양한 기술의 부상
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사이버 전쟁을 넘어 “AI 전쟁이 온다”고
경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 분야가 점점 더 기술에 의존하고 기술은 점점 더
군사력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군사독트린과 조직,
전략은 기술의 혁신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9) 정보화 시대 또한
전쟁에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이다.10) 군사전략은 최근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술의 혁신과 함께 군사 분
야의 강대국 경쟁이 점점 더 새로운 형식의 군사기술과 전쟁의 양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기개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이 군비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한다.11) 최근에는 AI가 강대국간 군비경쟁의 가장 큰 전장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AI 기술의 군사화에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군사력
에서 패권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AI가 미국 안보에 있어 주요
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경쟁이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12)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AI 분야의 리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13) 2017년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경쟁
자로 지목하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군사력을 재건하여 사이버 공간의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우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군사력
패권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14) 이러한 인식 하에 미국은
9) Arquilla; Ronfeldt. 앞의 글, pp. 24-25.
10) Michael Horowitz. 2010. The diffusion of military power: causes and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7.
11) Patrick W. Hamlett. 1990. “Technology and the Arms Race.”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15 (4), pp. 462-463.
12) Foxnews. “Pentagon points to China, Russia competition in new AI strategy.” 2019.02.20.
https://www.foxnews.com/tech/pentagon-points-to-china-russia-competition-innew-ai-strategy(검색일: 2019.02.25).
13) Matt Field, “China is rapidly developing its military AI capabiliti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2019.02.08. https://thebulletin.org/2019/02/china-is-rapidlydeveloping-its-military-ai-capabilities/(검색일: 2019.03.04).
14)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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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AI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AI연합전력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JAIC)를 설립하였고, 2019년 2월에는 미 국방
부가 ‘AI 전략요강: AI를 활용한 미국의 안보와 번영 제고’라는 제목의 보고서
를 발표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위한 AI 이용역량을 강조하였다.15)
중국 또한 세계 군사혁신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2019년 7월에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는 “AI, 양자정보,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첨단과학
기술이 빠르게 군사분야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명의 도래
와 함께 세계 군사력경쟁의 양상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
다. 군사무기와 장비의 지능화, 자동화, 무인화 추세가 명백해지고 있으며, 정
보화 전쟁의 양상이 이미 가속화 추세에 있고, 지능화 전쟁의 부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백서는 또한 군사기술과 전쟁형태의 혁신적 변화가 국제정치
와 군사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안보에도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16) 중국은 이러한 인식 하에 AI 등 미래기술
을 군사화하는 군사지능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군융합을 통한 연구
체계를 통해 군사기술의 민영화와 민간기술의 군사화라는 양면전략으로 군사기
술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AI 기술을 연구하는 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왔으며, 2018년 현재 약 1500개의 AI기업들을 가진 세계 2대 시장규
모를 가지고 있고, 이미 2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AI기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
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17) 이러한 기술혁신전략과 정책적 지원은 군사력 강
화를 위한 기술적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의 군사화라는 측면에서 중
국의 군사력 경쟁을 지원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17-0905.pdf(검색일: 2019.03.05).
15) Department of Defense of U.S. “Summary of the 2018 Department of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Feb.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Feb/ 12/2002088963/-1/
-1/1/SUMMARY-OF-DOD-AI-STRATEGY.PDF (검색일: 2019.03.06).
16) 国务院新闻办公室.≪新时代的中国国防≫白皮书全文. 2019.07.24. http://www.mod.gov.
cn/regulatory/2019-07/24/content_4846424.htm(검색일: 2019.10.03).
17) CGTN. “China to remain an attractive market for world’s high tech sector.” 16 Mar.
2019. https://news.cgtn.com/news/3d3d674e34677a4d33457a6333566d54/index.html
(검색일: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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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발전이 군사 분야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다양하게 부상하고 있다. 드론이 사우디의 유전을
공격하고, 말리의 반군들을 사살하는 등 이미 무인화 자동화 기술의 군사무기화
와 실전에의 활용은 새로워지는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사력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군사
로봇에 대한 세계 군비지출이 2025년까지 1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8)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은 군사력 경쟁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의 핵심기술 돌파 전략은 군사지능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
다. 기술경제와 군사력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부상이
기술의 군사화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나. 중국 군사기술의 부상과 군사력 평가
GFP의 2018년 연례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136개국중 3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19) 중국은 특히 정보공유와 처리, 신속한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
전쟁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
터⋅정보⋅감시⋅정찰)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20) 최근 중국 군사기술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실제 추격해가고 있는가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
한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군사적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한 위협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21) 또 다
18) Hpmegatrends. “Robots and AI are changing the face of military operations
worldwide.” 5 Nov. 2017.
19) GFP. “2018 China Military Strength.”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asp?country_id=china(검색일: 2019.02.05).
20) Defense Intelligence Agency of the U.S. 2019. “China Military Power: Modernizing
a Force to Fight and Win.” p. 27.
21) Tai Ming Cheung. 2016. “Innovation in China’s Defense Technology Base: Foreign
Technology and Military Capabiliti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9 (5-6);
Jagannath P. Panda, 2009. “Debating China’s ‘RMA-Driven Military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India.” Strategic Analysis 33 (2); Peter E. Robertson & Adrian Sin.
2017. “Measuring hard power: China’s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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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하
기도 한다.22) 이러한 중국 군사력의 실제 역량에 대한 논란은 중국 군사기술의
부상으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 군사기술이 과연 미국의
군사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이다. 호로위츠(Horowits)는 군사기술이 쉽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첫 개발자가
반드시 군사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23) 미국
이 군사기술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들이 쉽게 확산되고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길리(Gilli)
는 2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군사기술의 모방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기술격차를 급속하게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24) 또한 군사기술 자체만으로 군사력의 충분조
건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군사패권은 기술만으로 이뤄지는 것
이 아니라 전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방부가 핵심적인 임무로 전
쟁에서 이기는 ‘전투역량이 우수한 군사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실전
전투력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25) 4차 산업혁명시대 군대도 새로운
기술과 함께 독트린의 변화, 조직의 조정, 전투력을 높이는 훈련 등이 함께 수
반되어야 실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군사
혁신은 미국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군사 분야 연구자들은
중국군의 핵심 취약점이 군조직의 결함과 군인들의 실제 전투역량을 효과적으
로 제고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고 강조한다. 많은 중국전략가들은 중국 인민해방
Defence and Peace Economics 28 (1).
22) Michael Chase; Jeffrey Engstrom; Tai Ming Cheung; Kristen A. Gunness; Scott
Warren Harold; Susan Puska; Samuel K. Berkowitz. 2011.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Assessing the Weaknesse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RAND.
23) Michael Horowitz. 2010. The diffusion of military power: causes and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1-3.
24) Andrea Gilli, Mauro Gilli. 2019. “Why China Has Not Caught Up Yet: MilitaryTechnological Superiority and the Limits of Imitation, Reverse Engineering, and
Cyber Espionage.” International Security 43 (3), pp. 141-189.
25) Defense Department of the U.S. 2018.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 2.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_ 49

군이 통합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역량이 부족하여 실제 전투역량 측면의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한다.26) 전쟁에서 이기는 실제 통합된 전투력의 측면에서 중국
은 여전히 미국에 상대적 경쟁 열세에 있다는 것이다.
본 글은 중국의 실제 군사력이 미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석보다는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과 기술발전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 많은 연구자들의 분석처럼 현재 중국의 기술력부상이 곧바로 실제 전투력
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나 최근 중국은 군사기술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한편
으로 군사독트린, 조직의 변화를 추진함은 물론 연합전투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
다. 여전히 미중 간 군사력 격차가 상당하고, 가까운 미래에 미중 간 군사력경
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군사기술, 특히 AI 기술을 강군몽 달성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AI기술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민군 협력의 연
구개발 체계 속에서 민군양용의 기술발전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실제 군사력에 대한 논란과 미래 패권국으로의 부상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
하고 분명한 것은 중국의 군사기술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영
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미중 군사력경쟁과 중국의 비대칭 세력균형
(Asymmetric Balancing Strategy) 전략
기술혁신은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의 국가들이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전통적 군사력의 부상으로 비대칭 군사력은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주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탈냉전 시기 비대칭 위협은 미국안보에 지속
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다.27) 탈냉전과 경제력 중심 국제질서의 도래는 실
26) Michael Chase; Jeffrey Engstrom; Tai Ming Cheung; Kristen A. Gunness; Scott
Warren Harold; Susan Puska; Samuel K. Berkowitz. 2011.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Assessing the Weaknesse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RAND. ⅺ.
27)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II,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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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거 군사력 중심의 패권경쟁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여 왔다. 미국 일극체
제의 지속 속에서 도전국들의 패권국에 대한 도전이나 세력균형의 양상 또한 변
화하여 왔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우위에 대해 도전국들이 비대칭적 세력균형
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폴(Paul)은 탈냉전 이후 질서 속에서 준강대국들
(second-tier great power states)이 제한적이고 기술적이고 혹은 간접적인 세
력균형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식적인 양자 혹은 다자 동맹 보다는 현
국제체제 속에서 연합을 결성하거나 외교협상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
이다.28) 펄슨(Person)도 준강대국들이 국제문제에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패
권국의 역량을 상쇄하거나 약화시키는 “비대칭 균형”을 추구한다고 강조한
다.29) 즉 도전국들이 패권국에 전면적이고 직접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제한적
이고 간접적 대응으로 ‘비대칭 세력균형’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앨리슨
(Ellison)은 이러한 비대칭 전략을 가능케 한 것이 새로운 기술의 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대륙에 배치된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고, 백만
달러의 위성공격무기가 수천만달러의 미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 또한 상대적 약자들이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비
전통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게릴라 전쟁과는 구분되는 현대적 개
념이다.31) 1999년 미국 국방검토보고서는 이러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미국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적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세가
적국들이 미국의 힘과 이익을 공격하는 데 비대칭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촉진하
고 있다고 강조하였다.32) 패권국에 대한 도전국들의 비대칭적 세력균형은 기술

28)
29)

30)
31)

Definition, Background, And Strategic Concepts,”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 January 2001. p.2.
T. V. Paul. 2005.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30 (1). p.58.
Robert Person. 2018. “GrayZone Tactics as Asymmetric Balancing.” Paper presented
at the 2018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Boston, MA,
p. 2.
Graham Ellison.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Marina Books. p.19.
M R. Sudhir, 2008, “Asymmetric War: A Conceptual Understanding,” CLAWS
Journal,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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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과 확산이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최근 AI와 같은 신기술의 부상은 중국에게 전통적 군사우위를 가진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미국의 전통적 군
사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의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
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약한 국가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우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33) 미 국방전략보고서도 급격한 기술혁신으
로 안보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34) 미 국방부의 ‘2018
AI전략요강’ 보고서 또한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향상 위협을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항상 기술우위를 유지하여 왔고 이것이 군사적
우위를 뒷받침해 왔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이 군사목적으로 AI에 상당
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35) 미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전통적 군사우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대미 군사전략은 첨단군사기술로 미국의
전통적 군사우위를 상쇄하는 ‘비대칭 기술균형(asymmetric technological
balancing)’ 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전통적 군사열세에
있는 중국의 군사전략은 전면적이고 전통적인 군사력 추격전략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군사력 강화로 미국의 패권적 군사우위를 상쇄하는 기술적
이고 간접적인 세력균형인 것이다.

32) Sudhir, 위의 글. p. 58.
3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 2017.
p. 3.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검색일: 2019.02.03).
34) Department of Defense of U.S.,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merica,” p.1.
35) Department of Defense of U.S. 위의 글,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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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과 군사기술발전 추진체계
가. 중국의 비대칭 세력균형(asymmetric balancing) 전략과
군사지능화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의 기술력은 중국의 비대칭 전략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AI, 드론, 5G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의 역량 발전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비대칭 세력균형을 촉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군대는 ‘첨단기술 조건 하의 국지전(高技术条件下局部战争)’에서 승리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여왔다고 2000년 국방백서에서 밝히고 있다.36) 4년 뒤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첨단기술이라는 용어가 좀더 구체화되어 ‘정보화 조건
하의 국지전(信息化条件下的局部战争)’에서 승리하는 것을 인민해방군의 전략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다.37) 이것은 중국이 전면전과 전통적 군사력이 아닌 첨
단기술기반, 특히 ICT에 기반한 제한전쟁을 목표로 하여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
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기반의 국지전’ 승리라는 목표는 중
국이 더 정보화와 지능화에 기반한 새로운 군사기술에 주력하는 군사혁신을 지
속하도록 만들었다.38)
중국은 1991년 걸프전쟁부터 ‘기술’과 ‘정보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하였고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의 개념을 본격적으
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39) 2000년 국방백서는 군사기술은 중국안보전략의 가
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과학기술과 산업을 발전시
36) 人民网. “≪2000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2011-01/07/content_
4249945_4.htm(검색일: 2019.03.03).
37) 新华社. “≪2004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2011-01/06/
content_4249947_9.htm(검색일: 2019.03.03).
38) 2017년 대만 국방백서는 중국의 군사전략이 19차 당대회 이후 ‘정보화 조건 하의 국지전’
승리에서 다영역작전 능력 발전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Taiwan’s
2017 National Defense Report “Guarding the Borders, Defending the Land: The ROC
Armed Forces in View” Dec 2017. p. 41).
39) Jagannath P. Panda, 2009. “Debating China’s ‘RMA-Driven Military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India.” Strategic Analysis 33 (2).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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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데 있어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
해 새로운 첨단기술의 무기와 장비들을 발전시켜 고품질의 완성도높은 무기를
공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것이다.40)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
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산업(国防科技工业)의 내용은 군현대화에 있어서 과학
기술과 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중국의 군사전략을 확인할 수 있
다.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국방과학기술산업이 독립적인 별도의 장으로 기술
되어 전략적 인식과 정책적 중요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서는 21세
기 초 20년이 군사혁신의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중국특색의 군사혁신
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방과학기술산업의 혁신을 통해 군민통합과 군민 양
용의 기술발전을 강조하였다.41) 2006년 국방백서는 새로운 첨단기술무기와 장
비 개발을 위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기술의 돌파와 기
술진보의 도약에 주력하고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이
다.42)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정보화 기반의 국방기술산업이 중점적으로 다루
어지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의 기술
과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한다.43) 국방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민간의 산업역
량과 사회자본을 무기 및 장비연구와 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44) 2015년 국방백서는 세계군사혁신의 트렌드가 가속화되어 무기와 장비가
지능화와 무인화의 추세로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 우주, 위
성, 항모, 무기, 전자 등 국방산업의 기술과 제품을 발전시키는 데 전략적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45)
40) 人民网. “≪2000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2011-01/07/
content_4249945_2.htm (검색일: 2019.03.03).
41)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04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
2011-01/06/content_4249947_6.htm (검색일: 2019.03.03).
42)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06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
2011-01/06/content_4249948_6.htm (검색일: 2019.03.03).
43)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2010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
2011-03/31/content_4249942.htm (검색일: 2019.03.03).
44)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2010年中国的国防≫白皮书.
45) 新华社. “中国的军事战略.” 2015.05.26. http://www.mod.gov.cn/affair/2015-05/26/
content_4588132_3.htm (검색일: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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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CT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중국군의 발전방향은 점점 더 지능화, 정보화
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진핑은 2020년까지 중국의 IT기반의 군현대화가
달성되고 전략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46) 군의 정보화와 지능
화는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 군사현대화의 핵심아젠다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
의 군사지능화 전략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 돌파와 혁신경제라는
기술경제 담론과 맞닿아 있다. 2015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인터넷플러스’는 중국 경제혁신전략의 핵심으로 자동화와 정보화, 지능
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3차 전인대 2기 회의에서 리커창 총
리는 정부업무 보고에서 ‘AI플러스(智能+)’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47) 리커창
은 인터넷플러스와 함께 AI플러스정책이 제조강국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중국의 인터넷플러스와 AI플러스 전략은 중국의
산업을 정보화와 지능화의 방향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와 지능화의 방향인 인터넷플러스, AI플러스라
는 담론과 전략은 군사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지능화, 정보화 전략은 전면적이고 전통적인 세력균형이 아닌 첨단기술을
통해 미국의 전통적 군사우위를 상쇄하는 비대칭 기술균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
다. 2018년 10월 베이징 샹산포럼에 참석한 중앙군사위 판공청 부주임인 딩샹
롱(丁向榮)은 “중국이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기술에 집중하는 군사혁신으로 세계
선진강국들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는 것”을 중국군의 목표로 강조하였다. 중
국의 군사지도자들은 지능화 군사기술이 미래전쟁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
한다.48) 2017년에 발표된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보고서도 중국은
모든 종류의 AI 기술을 발전시켜 국방혁신 분야에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
46) Xijingping. “Secure a Decisive Victory in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in All Respects and Strive for the Great Success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 for a New Era.” October 18, 2017. The Address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47) 人民网. “李克强作的政府工作报告.” 2019.03.06. http://cpc.people.com.cn/n1/2019/
0306/c64094-30959596.html (검색일: 2019.08.04).
48) Gregory C. Allen. “Understanding China’s AI Strategy.”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Feb.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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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중국의 군사력 강화전략은 인공지능, 정보기술발전에 점점 더 중점
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의 전통적 군사력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군사지능화와 군사기술 향상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인민해방군의 국방연구와 혁신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정책을 재정비하
였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산하에 군사과학기술 연구, 교육, 전투기관들의 혁신
을 강화하면서 군사지능화와 정보화 방향의 군사혁신을 주도해 갔다. 중국 인민
해방군은 2017년초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들로 구성된 군사과
학연구지도위원(中央军委军事科学研究指导委员)을 중앙군사위 직속으로 신설
하였다. 이 조직은 중앙군사위 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 중앙군사위의 첨단연구
프로젝트를 자문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 인민해방군의 군
사과학원(军事科学院)과 국방과학기술대학(国防科学技术大学)은 군사 과학기
술 연구의 핵심기관이다. 군사과학원은 1958년 설립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
고 연구기관이면서 군사과학센터로 역할하여 왔다. 국방과학기술대학은 고위과
학자들과 기술자들, 전문화된 지휘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왔
다.49) 중국은 2017년 새로운 전쟁형태, 지능화되고 정보화된 전쟁의 부상에 중
점을 두고 군사과학원과 국방과학기술대학의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무기체계의
지능화와 정보화에 더욱 중점을 둔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군사과학원은 군사이론과 과학기술발전을 밀접히 연계시키고 인공지능 등 새
로운 군사과학기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군사과학원은 2017년 조직재정비를 통해 국방공정연구원(国防工程研究
院), 시스템공정연구원(系统工程研究院), 국방과학기술혁신연구원(国防科技创

49) 人民网. “≪2000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2011-01/07/
content_4249945_3.htm (검색일: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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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研究院) 등 8개의 연구기관을 설립한 바 있다.50) 특히 군사과학원의 국방과
학기술혁신연구원은 인공지능 등 첨단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책임지기 위해 신설
된 조직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연구원은 산하에 인공지능연구센터(人工智能研
究中心), 무인시스템기술연구센터(无人系统技术研究中心), 선도교차기술연구
센터(前沿交叉技术研究中心) 등 5개의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기초기술연구는 물
론 인공지능, 무인체계, 생체전자기학 등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기술연구를 총
괄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과 민군융합의 시너지를 촉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의 다양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연구원은 2017년 9월
광저우대학과 협약을 맺고 AI로봇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
하는 등 민간분야와의 다양한 연구협력을 주도하고 있다.51) 국방과학기술혁신
연구원은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텐진, 창샤 등 혁신중심지역의 대학, 연
구기관, 첨단기업들과 함께 지능우주과학연구센터(智能空天科学研究中心), 지
능해양과학연구센터(智能海洋科学研究中心), 지능제조연구센터(智能制造研究
中心), 지능컴퓨팅연구센터(智能计算研究中心)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52) 국방
과학기술혁신연구원은 2019년 현재 90명 이상의 박사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
는데, 연구원들은 대체로 국가과학기술상을 받거나 국가의 우수과학기술영재장
학금을 수상하는 등 엄선된 과학인재들이거나 중앙군사위 과학기술위원회의 고
위혁신인재와 전문가들로 지능위성, 양자정보기술, 다영역 무인기 등 첨단장비
들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53)
국방과학기술대학 또한 2017년에 군사지능화와 정보화의 전략적 방향에 기
반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조직재정비 이후 국방과학기술대학의 연구와 교
50) 晨阳新闻资讯. “新组建的军事科学院下属八个研究院全部亮相.” 2018.10.11.
http://www.chenyang88.com/mil/152967.html (검색일: 2019.03.07).
51) 广州大学官网. “我校与国防科技创新研究院共建军民融合智能制造工程协同创新中心.”
2017.09.27. http://www.sohu.com/a/195053712_667940 (검색일: 2019.03.07).
52) 工信人才网. “军事科学院国防科技创新研究院.” 企业简介. http://www.miitjob.cn/company/
company-show.php?id=7122
53) 中国军网. “军科院国防科技创新研究院多措并举集聚顶尖人才.” 2018.02.04.
http://www.81.cn/jwgz/2018-02/04/content_793156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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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중점 또한 AI군사기술로 전환되었다. 국방과학기술대학의 지능과학학원
(智能科学学院)은 이러한 연구와 교육혁신의 대표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국
방과학기술대학 지능과학학원은 무인체계혁신팀(无人机系统创新团队), 로봇연
구센터(机器人研究中心) 등 군사지능화를 위한 새로운 연구조직들을 신설하
고,54) 지능로봇체계(智能机器人系统)55) 라는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군
사지능화를 목표로 연구와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림 1] 중국의 첨단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진 체계
중국공산당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과학기술부
국방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위원회
중국공정원

군사과학연구지도위원

중앙군위과학기술위원회
중앙군위장비발전부
인민해방군전략지원부
군사과학원
국방과학기술대학
국방대학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위 <그림 1>은 중국의 군사과학기술 혁신의 거버넌스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직속으로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과거 군사위원회
에 산하에 있던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 공업정보화부로 통합 이관되고, 과학기
술부와 국유자산감독위원회 등이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군사과학기술의 군민교
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중국공산당 지도하에 중앙군사위와 국무원
54) 解放军报. “国防科技大学智能科学学院着力推进科技创新; 做新时代军事智能化发展的开拓
者.” 2017.12.05 http://navy.81.cn/content/2017-12/05/content_7855748.htm
55) 中国大学MOOC. “智能机器人系统_国防科技大学.” https://www.icourse163.org/course/

NUDT-120596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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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사과학기술혁신에 참여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또한 2015년에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군사기술이 적용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조직인
전략지원부대(战略支援部队)를 신설하여 우주, 사이버, 전자, 심리전 대응을 통
합, 집중시켰다.56) 전략지원부대는 육, 해, 공, 미사일 군에 이은 제5부대로 비
전통, 비대칭 군사력을 담당하고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우주체계부와 네트워크
체계부를 관장한다.57) 2018년 전략지원부대는 570명의 요원들을 채용하였는데
대부분이 대학과 기술연구기관들에서 채용되었다.58) 전략지원부대는 많은 수
의 우수한 지도급 기술인력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는 전략지원부대가 가장 중점
을 두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59) 전략지원부대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도 AI,
빅데이터, 정보시스템 등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
비발전부(中央军事委员会装备发展部) 또한 새로운 기술발전의 필요에 따라 조
직을 재정비 하였다. 장비발전부의 국방지적재산권부가 군사과학기술, 무기와
장비건설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국무원 산하의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중
국공정원 등도 민군기술협력 기반의 군사과학기술 발전의 주요한 채널로 역할
하고 있다.

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군민융합 전략
과 거버넌스
중국의 군사지능화를 위한 군사기술 발전의 핵심 거버넌스는 군민융합
(Civil-Military Integration, CMI)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중국국방백
서는 중국의 무장력이 군민융합의 길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핵
56) 차정미. 2019.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뺷통일연구뺸 23 (1), p.10.
57) John Costello and Joe McReynolds, 2018. “China’s Strategic Support Force: A Force
for a New Era,”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3, pp. 1-2.
58) 解放军报. “战略支援部队570名直招士官来了.” 2018.08.31. http://www.mod.gov.cn/
power/2018-08/31/content_4823804.htm
59) 解放军报. “战略支援部队某部大抓科技练兵，圆满完成数十次发射任务.” 2019.01.16.
http://www.mod.gov.cn/power/2019-01/16/content_48345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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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술분야와 주요산업의 군민통합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군인
들이 민간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거나 국영방위산업체들이 무기와 장비를 개발
하고 물류지원시스템 등은 민간에 맡기는 등 다양한 군민협력구조를 창출해갈
계획이다.60) 최근 중국이 적극 강화하고 있는 군민융합 전략은 군사과학기술을
선도해왔던 국방분야의 기술들을 민간과 공유하고, 빅데이터, AI, 5G 등 최근
급속히 성장한 민간 분야의 첨단기술을 군사기술발전에 참여시켜 경제성장과
군현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이중목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군사기술의 민용화, 민간기술의 군사화라는 쌍방향적
상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체제적 개편을 지속하여 왔다. 2007년 중국 국무원은
‘국방과학기술산업투자 제재 개혁에 대한 의견(深化国防科技工业投资体制改革
的若干意见)’을 승인하여 국방과학기술산업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자와 군민융
합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산업의 개방된 발전 패턴이 형
성되고, 투자분야와 투자구조가 더 확대되었다. 투자방식도 직접투자뿐만 아니
라 자본과 투자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되었다.61)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서 군사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주도하였던 국방과학기술공업국(国防科技工
业局)이 2008년 정부개혁 이후에는 공업정보화부로 이관된 것 또한 군민융합의
군사기술발전을 위한 체계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첨단군사기술 개발을 위한 군민융합 전략은 시진핑 체제 들어 추진체
계가 더욱 제도화 고도화 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군과
민간의 경제 융합에 주력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2017년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
회(中央军民融合发展委员会)를 설립하면서 공산당 주도의 군민융합 전략 체계
를 강화하였다.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3차 회의에
서 시장경제와 국방산업의 경계를 완화하는 국력 일체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62)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군민융합과 군민 기술교
60) 新华社. “中国的军事战略.” 2015.05.26. http://www.mod.gov.cn/affair/2015-05/26/
content_4588132_3.htm (검색일: 2019.03.03).
61)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08年中国的国防≫. http://www.mod.gov.cn/affair/201101/06/content_4249949_7.htm (검색일: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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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63) 군사 분야에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군민융합
전략은 중국의 ‘민병(民兵)’ 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국방백서
에서 민병이 공식 언급된 이후 민병은 무장된 대중조직으로 현대전에서 인민전
쟁을 수행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64) 전통적인 민병의 개념은 4차 산업
혁명시대 들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인해전술 차원의 민
병이 아니라 군사기술 개발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인력들이 예비전력으
로 군사기술발전에 상시 참여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민간의 기술인력들이 군사기술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체계와
제도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14년 장비의 기술발전과 민군간 상호 기술교
류를 촉진하기 위해 군민융합기술장비특위를 설립하였고, 2015년 3월 군민융합
기술평가센터를 설립하여 군민기술이전과 기술산업교류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중관촌에 Z Park중관촌군민융합장비산업연맹(中关村联创军民融合
装备产业联盟)을 설립하여 민군연합의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였고, 중앙군사
위 연합참모부가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여 연구협력을 지원하고 있다.65) 2017년
과학기술부와 중앙군사위 과학기술위원회는 ‘13차 5개년계획의 군민융합 특별
계획’을 발표하고 13차 5개년 기간 동안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군민융합 촉진 과
제들을 제시하였다.66) 또한 국무원은 ‘국방과학기술산업 군민융합 심화발전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여 군민협력의 군사기술개발을 촉진하였다.67) 2019년 1월
에는 첫 번째 중관촌장비군민융합혁신발전정상포럼(中关村武器装备军民融合创
新发展高峰论坛)이 개최되어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에는 드론, 로봇 등
62) Lorand Laskai. “Civil-Military Fusion and the PLA’s Pursuit of Dominance in
Emerging Technologies.” The Jamestown Foundation. April 9, 2018.
63) 谢地, 荣莹. “新中国70年军民融合思想演进与实践轨迹.” 뺷学习与探索뺸 2019年06期, p. 11.
64)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02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201101/06/content_4249946_3.htm (검색일: 2019.03.03).
65) 中关村联创军民融合装备产业联盟. http://www.zjmrh.cn/node/840
66) 军委科学技术委员会. “十三五 科技军民融合发展专项规划.” 2017.08.23. http://www.mod.
gov.cn/topnews/2017-08/23/content_4789729.htm (검색일: 2019.03.07).
67) 国务院办公厅. “国务院办公厅关于推动国防科技工业军民融合深度发展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12/04/content_5244373.htm(검색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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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의 인공지능 장비들이 주를 이루었다.68) 이러한 군민 융합의 군사기술발전
체계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지원 하에 적극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이제 군민융합의 개념은 점점 더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시대 군민융합은 민간기업들의 군사기술산업 발전에의 참여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중국 군사지능화의 핵심 분야와 국영방위산업체의 역할
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 분야와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민간의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은 쉽게 군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인
공지능과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민간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군사화하는 추세
가 강화되고 있다. 민간 기술의 군사화와 군사기술의 민간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과 IT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
국의 역량이 급속히 발전하고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핵심기술 돌파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기술경제의 발전을 넘어 군사기술의 발전을 가능케 하고 결
과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첨단군사
기술의 발전이 민간화하고 상용화하면서 경제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군 간 기술교류와 융합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경제와 안보라
는 이중 목표로 군사기술이 급격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군사위
원회의 군사과학원 또한 “민군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사력 발전을 위
한 민군양용 기술, 정책, 조직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중국의 국방백서도 국방과
학기술산업의 주요 책임이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 무기와 장비를 생산하고 공급

68) “首届中关村武器装备军民融合创新发展高峰论坛举办.” 2019.01.24. http://www.sastind.
gov.cn/n112/n117/c6805291/content.html (검색일: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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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종합적인 국력을 신장시키는 책
임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69) 군사과학기술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
제성장, 나아가 국력신장의 임무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중국의 5G 기술과 군사지능화 전략
5G와 같은 정보통신인프라가 가장 대표적인 민군양용의 기술로, 군사지능화
와 군사정보화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게 전자전은 ‘육, 해, 공,
우주, 사이버’ 공간 다음의 6번째 전장으로, 중국은 시진핑의 주도하에 ‘전자환
경에서의 지역전쟁을 승리’한다는 목표와 ‘과학기술을 통한 강한 군대를 건설’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전 역량을 제고시키고 있다.70) 이러한 전자전의 환
경과 전자전 승리의 목표에 5G 기술은 핵심적인 전투역량이 될 수 있다. 5G 기
술의 군사적 적용은 4차산업혁명 시대 군사전략과 전투에 결정적 요소로 인식
되고 있다. 5G는 군대가 완성도 높은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의 ‘정보전,
전자전’ 실현에 핵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71)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무기체계
의 활용과 네트워크 기반의 작전수행에 5G는 가장 중요한 군사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5G는 로봇과 AI등 다른 군사기술 자체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AI와 머신러닝 역량 등은 5G를 통한 데이터 프로세싱 속도가
주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72)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의 높은 5G
기술역량은 민간경제 성장의 동력이면서 중국의 군사지능화와 강군몽 실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9)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04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201101/06/content_4249947_6.htm (검색일: 2019.03.03).
70) Taiwan’s 2017 National Defense Report. “Guarding the Borders, Defending the
Land: The ROC Armed Forces in View” Dec 2017. p.46. http://www.us-taiwan.
org/reports/2017_december_taiwan_national_defense_report.pdf (검색일: 2019.02.04).
71) 杨仕平. “5G在军用通信系统中的应用前景.” 뺷信息通信뺸. 2019年06期. p.221.
72) CFR. “The Overlooked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5G Debate.” April 25, 2019.
https://www.cfr.org/blog/overlooked-military-implications-5g-debate (검색일: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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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드론기술의 군민 양용 발전과 군사지능화
드론(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한 중국의 군사지능화의 핵심기술
이라고 할 수있다. 드론은 미래 AI전쟁에 핵심적인 군사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미 국방부가 드론에 투자하는 예산만 보더라도 드론기술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2018년 미 국방부는 드론 관련 연구개발과 시스템 구축, 기기구입 등에
약 67억 달러를 배정하였다.73) 중국은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군사드론에 대
한 수요가 매해 15% 증가하여 2013년 5억7천만 달러에서 2022년 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드론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2021
년에는 중국의 드론 수출이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74) 중국 DJI는
드론수출의 선두기업으로 7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75)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군사기술의 발전과 군사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민군양용
기술의 핵심이다. 중국은 군사드론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88대의 드론을 11개의 국가들에게 수출했다. 미국이 여전히 군
사드론의 최대 수출국이나 중국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
격해가고 있다.76) 중국은 또한 2018년 파키스탄과 공동으로 드론을 생산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드론기술의 부상을 넘어 대외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77)

(3)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군사화 전략
중국은 AI의 군사화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AI를 통해 군사역량을 제
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가고 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AI 산
73) Center for the Study of the Drone. “Drones in the FY 2018 Defense Budget.”
https://dronecenter.bard.edu/drones-2018-defense-budget/(검색일: 2019.03.07).
74) China Power. “Is China at the forefront of drone technology?” https://chinapower.
csis.org/china-drones-unmanned-technology/(검색일: 2019.03.07).
75) “DJI Market Share: Here’s Exactly How Rapidly It Has Grown In Just a Few Years.”
Sep.18, 2018. http://thedronegirl.com/2018/09/18/dji-market-share/ (검색일: 2019.03.08).
76) Sharon Weinberger. “China Has Already Won the Drone Wars.” Foreign Affairs.
2018.05.10.
77)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Pakistan sign deal to build 48 strike-capable
Wing Loong II drones.”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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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2018년 말 약 1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 8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AI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뒤에는 중국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역할하고 있다.78) 중국의 AI는 산업적 발전을 넘어 군사현대화를 가속
화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인공지능을 탑재한 6세대 전
투기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 AI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활용하면서 군사역량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79)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에 무인의 잠수 과학군사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군사적 조치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80)
중국은 또한 AI기반의 체계를 갖춘 무인탱크를 선보였다.81) AI 기술은 군사지
능화의 핵심기술 분야로 부상하면서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군사적 적용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과 국영방위산업체의 혁신
중국의 강군몽을 위한 군사지능화전략과 미래 군사과학기술 육성의 최전선에
중국의 국영 방위산업체들이 존재한다. 중국의 국영 방위산업체들의 연구생산
의 방향과 중점이 변화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혁신과 군사지능화 전략의 주요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방위산업체들은 오랫동안 과학기술기반의 군사
현대화를 주도해왔던 핵심 주체이면서 한편으로 군사혁신전략과 기술중점의 변
화를 반영하는 주요 공간이었다. 핵, 우주, 항공, 선박, 무기 등 5개의 방위산업
체들은 1999년에 10개 기업으로 확대 개편된다.82) 이후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
공사(中国电子科技集团公司)를 포함 11개의 기업으로 확대된다.83) 이들 국영
78) CGTN. “China to remain an attractive market for world’s high tech sector.”
2019.03.16.
79) Global Times. “China eyes building next-generation fighter jets by 2035.”
2019.02.11.
80) South China Morning Post. “Beijing plans an AI Atlantis for the South China Sea–
without a human in sight.” 2018.11.26.
81) https://www.telegraph.co.uk/news/2018/03/21/china-testing-unmanned-tank/
(검색일: 2019.03.08).
82)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00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
affair/ 2011-01/07/content_4249945_3.htm (검색일: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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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들이 군사기술산업 혁신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핵심기술을 군사화하고 군사기술을 민간화 상용화하는 데 핵
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영 방위산업체들은 아래 표에 나타난 12개가 존재하고, 이들
모두가 군사지능화와 군민융합 발전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
다. 이들 기업들은 AI기술, 무인화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에 대한 연구
와 개발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과 군사기술혁신의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 중국의 국영 방위산업체(军工集团公司)84)
중국핵공업집단유한공사 (CNNC, 中国核工业集团有限公司)
중국우주과학기술집단유한공사 (CASC, 中国航天科技集团有限公司)
중국우주과공집단유산공사 (CASIC, 中国航天科工集团有限公司)
중국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 (AVIC, 中国航空工业集团有限公司)
중국선박집단유한공사 (CSSC, 中国船舶工业集团有限公司)
중국선박중공업집단유한공사 (CSIC, 中国船舶重工集团有限公司)
중국병기공업집단유한공사 (Norico Group, 中国兵器工业集团有限公司)
중국병기장비집단유한공사 (CSGC, 中国兵器装备集团有限公司)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공사 (CETC, 中国电子科技集团有限公司)
중국항공발동기집단유한공사 (AECC, 中国航空发动机集团有限公司
중국전자정보산업집단융한공사 (CETC, 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有限公司)
중국공정물리연구원 (CAEP, 中国工程物理研究院)

이들 방위산업체들은 대부분 많게는 수십개의 산하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지
니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이러한 방위산업체와 산하기업들은 지능화와 정보화
라는 환경적 전략적 요소에 부응하여 기술과 제품의 혁신을 주도해 가고 있다.
방위산업체들은 이러한 첨단기술기반의 무기와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것을 넘
83)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02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
2011-01/06/content_4249946_3.htm (검색일: 2019.03.03).
84) 国防科技工业局. http://www.sastind.gov.cn/n448154/index.html (검색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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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중국우주과기공사는 포
춘지가 지정하는 500대 기업 중의 하나로, 차이홍(彩虹)-4와 5 등 무인기 군사
기술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다.85) 중국우주과기공사는 1956년에 중국최초의 미
사일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방위산업체로 전환하였다.86) 중국우주과
기공사는 최근 베이더우위성과 우주통합 정보네트워크 등 대형 국가과학기술프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87) 중국우주과기공사는 베이더우-2 시스템을 구축하
고, 2020년까지 글로벌 베이더우 위성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건설할 계획이
다.88) 또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30여개국 이상에
군사기술과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89)
중국항공공업공사는 중국 군사무인항공 시스템에 최대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
라 산업무인항공시스템에서도 중요한 공급자로 역할하고 있다. 국제시장 수요
에 맞게 통합된 다목적 무인기로 윙롱I을 개발하였고, 무인항공기 SW1와 나이
트호크(Nighthawk)를 생산하였다.90) 중국항공공업공사는 2018년에 무인기 연
구개발에 집중할 무인기시스템공사(无人机系统股份有限公司)를 신설하였다.
연구개발과 제조역량을 향상시켜 차세대 세계일류 무인기 특화기업으로 키운다
는 계획이다.91) 2018년 11월 중국항공공업공사는 ‘무인기 시스템 발전백서’를
발간하여, 2025년까지 중국이 핵심역량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무인체계를 구축
85) 国家国防科技工业局. “中国“彩虹”无人机飞上“世界屋脊.”2018.06.06. (검색일: 2019.08.07).
http://www.sastind.gov.cn/n127/n209/c6801808/content.html
86)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Website. http://english.
spacechina.com/n16421/n17138/n382513/index.html (검색일: 2019.09.04).
87)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Website. http://english.
spacechina.com/n16421/n17138/n17229/index.html (검색일: 2019.09.04).
88) CASC. “Products and Services – Defense System: UAVs and Other Equipment.”
http://english.spacechina.com/n16421/n17215/n17269/c2427263/content.html (검색
일: 2019.09.10).
89) CASC. “Products and Services – Defense System: UAVs and Other Equipment.”
http://english.spacechina.com/n16421/n17215/n17272/c2388583/content.html (검색
일: 2019.09.10).
90) The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Military Aviation and DefenseUnmanned Aerial Vehicles.” http://www.avic.com/en/forbusiness/militaryaviationanddefense/
unmannedaerialvehicles/index.shtml (검색일: 2019.09.11).
91) 国家国防科技工业局. “中航(成都)无人机系统股份有限公司成立.” 2018.12.16. http://www.sastind.
gov.cn/n112/n117/c6804942/content.html (검색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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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35년까지 드론핵심기술에서 세계일류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최고의 군대
를 만들고 세계무기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92) 중국우주과공
공사는 60여년전 설립되어 주로 방공미사일 체계를 위한 연구와 생산을 담당하
고 있다.93) 중국우주과공공사도 최근 AI기술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면서,
2015년 10월 인공지능로봇회사를 설립하였다. 로봇산업은 ‘중국제조 2025’에
서 핵심 육성사업으로 제시된 분야중 하나이다.94) 중국우주과공공사는 또한 최
근 산업지능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들을 위한 지능화, 통합된 클라우
드 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95) 중국병기공업공사는 육군무기
체계의 핵심 제공자로서 최근 인민해방군의 정보화설비를 담당하면서 네트워크
안보와 정보기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

다.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들의 군민융합 전략
최근 군사기술 개발에 민간역할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우수한 인공지능 기
술력을 가진 AI 기술기업들의 군사기술 개발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
국의 센스타임, 메그비, 이투 등 민간의 대형 AI기술기업들은 스마트감시카메
라, 음성인식, 빅데이터 서비스 등을 정부와 해외에 팔고 있다.96) 중국은 이러
한 민간의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군융합을 강화하고 있
다. 과거 국영기업들이 독점하던 방산기술개발과 산업 또한 민간에 투자와 참여
를 개방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기술산업 분야의 무기 연구와 개발에 대한 허가
체제가 비국영기업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다. 2005년 ‘무기장비과학연구생산
92) 航空工业. “航空工业发布<无人机系统发展白皮书(2018)>.” 2018.11.09. http://www.sohu.
com/a/274341818_651535 (검색일: 2019.09.11).
93) CASIC. “AEROSPACE DEFENSE.” http://www.casic.com/n189300/n189322/index.
html (검색일: 2019.09.12).
94) 国防科工局. “航天科工成立智能机器人公司.” 2015.10.16. http://www.sastind.gov.cn/
n127/n199/c6166859/content.html(검색일: 2019.08.05).
95) CASIC. “INDUSTRIAL INTERNET.” http://www.casic.com/n189300/n189324/index.
html(검색일: 2019.09.12).
96) Time. “China and the U.S Are Fighting a Major Battle Over Killer Robots and the
Future of AI.” September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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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실시방안(武器装备科研生产许可实施办法)’이 검토되면서 국방과학기술산
업은 무기장비연구개발에 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군사 분야 연구개발에 대
한 국가의 통제력은 유지하면서 비국영기업들에게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연구
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97) 본 방안은 과학기술분야의 다양한 민
간주체들이 무기와 장비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게 된다. 이후 민간기업
들이 무기장비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무기장
비연구개발 허가를 받은 기업들의 3분의 2를 민간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었다.98)
과학기술분야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 2019년 13차 전인대 2기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민간기업들의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된 혁신메커니즘을 향상시킬 것이
라고 강조하였다.99) 이는 과거에 비해 높은 첨단기술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기
술참여를 독려하는 것임은 물론 군사 분야의 연구개발에도 민간기술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군민 융합뿐
만 아니라 세계 우호국들과의 군사기술협력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군사기술발전을 위한 군민융합과 해외협력의 두 축 또한 국영 방위산업체들
이 적극 주도해 가고 있다. 이들은 군민융합 체계구축에 주력하면서 공동연구개
발을 확대해 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방위산업체들과 연구기관들의 해외교류
와 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 촉진하고 있다.100) 2018년에는 중국 최초의 육공
양용의 스마트장비 연합실험실(陆空两栖智能装备联合实验室)이 베이징이공대
학에 설립되었다. 이 실험실은 군민융합전략의 배경 하에 육군과 공군이 최초로
민간기관과 함께 공동연구실을 구축한 것이다.101) 2019년 5월 중국우주과공공
사는 칭화대학과 차세대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마이크로 나노기술, 위성기술과
97)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08年中国的国防≫. http://www.mod.gov.cn/affair/2011-01/06/
content_4249949_7.htm(검색일: 2019.03.03).
98)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10年中国的国防≫白皮书.
99) 新华社. “≪政府工作报告≫全文发布.” 2019/03/16.
100)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10年中国的国防≫白皮书.” http://www.mod.gov.cn/affair/201103/31/content_4249942.htm(검색일: 2019.03.03).
101) 国防科工局. “国内首个陆空两栖智能装备联合实验室在北理工成立.” 2018.06.06.
http://www.sastind.gov.cn/n127/n209/c6801810/content.html(검색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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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레이저와 양자기술, 드론기술, AI제조 등에 대한 연구, 생산, 교육에 협력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우주력과 AI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기술협력과 공
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102) 2019년 1월에는 중국전자정보산업공사가 베
이징사범대학과 AI 분야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103) 2019
년 3월에는 중국선박중공공사가 시안교통대와 AI 및 딥러닝에 대한 연구 협약
을 체결하였다.104) 2018년 5월에 중국핵공업공사는 “핵공업로봇과 스마트장비
협동혁신연맹(核工业机器人与智能装备协同创新联盟)”을 결성하여 다수의 과학
기술기관과 대학, 유수의 민간기업들을 모아 로봇과 스마트장비에 대한 협동체
계를 구축하였다.105) 이 연맹은 시아순(SIASUN, 新松机器人自动化股份有限公
司)과 같은 민간기업, 하얼빈공업대학 등 대학, 핵동력운행연구소 등 국책연구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영 방위산업체들은 국내적으로 군민융합 거버넌스를 주도해 가는 것은 물
론 첨단군사기술 협력과 수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역할하고 있다.
중국우주과공공사는 2013년 러시아의 로스텍(Rostec)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러
양국 간 민간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개척하는 전략협력에 착수하였다.106) 중
국우주과공공사의 산하기업인 중국장성공업공사는 원격감지 위성프로젝트인
웨이야오(委遥)2를 베네주엘라에 수출했다.107) 중국우주장정국제무역공사(航
天长征国际贸易有限公司)는 2018년 파키스탄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여 파키
스탄, 아랍에미리트의 군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군사협력의 기회들을 확대해 갔

102) 航天科工. “航天科工与清华大学签署战略合作协议.” 2019.05.09. http://www.sastind.
gov.cn/n112/n117/c6806262/content.html(검색일: 2019.09.09).
103) 中国电科. “中国电科与北京师范大学签署战略合作协议.” 2019.01.30. http://www.sastind.
gov.cn/n112/n117/c6805322/content.html(검색일: 2019.09.12).
104) 中船重工. “中船重工与西安交大签署战略合作框架协议.” 2019.05.30. http://www.sastind.
gov.cn/n112/n117/c6806412/content.html(검색일: 2019.09.11).
105) 人民网. “核工业机器人与智能装备协同创新联盟成立.” 2018.12.25.
106) Rostec은 600개의 산하 기업을 가지고 무기산업부터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을 포괄하면서
러시아 군수산업 수익의 4분의 1을 차지함.(http://www.casic.com/n189308/n7483158/
index.html)(검색일: 2019.10.10).
107) 国防科工局. “中方向委内瑞拉交付“委遥二号”卫星项目.” 2018.03.23. http://www.sastind.
gov.cn/n142/c6800277/content.html(검색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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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8) 중국항공공업공사의 첨단전투기 샤롱(枭龙)은 파키스탄에서 최초 비행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109) 중국항공과기공사는 2018년 4월 통신위성
‘아싱 No.1’을 알제리의 우주국에 전달하였다.110) 이렇듯 중국의 국영방산기업
들은 국내적으로 군민융합체계와 기술협력을 주도하면서 군사지능화 달성의 체
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첨단군사기술을 기반으로 군사협력의 기
반을 확대하고 중국 군사기술산업의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중
국은 군사동맹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중국의 급속한 군사기술의 발전을 기반으
로 군사협력과 공동연구 파트너십을 확대해 가면서 전통적 군사동맹과 다른 비
전통적 군사기술협력 기반의 군사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다. 중국의 군
사지능화 전략은 군사력강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진 이
중목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은 향후 오랜 기
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슈바프(Schwab)는 전쟁과 안보의 역사는 기술혁신의 역사였다고 강조한다.
슈왑은 오늘날 전쟁이 점점 더 하이브리드화 하면서, 전통적 전쟁기술이 과거에
는 비국가적 행위자와 연계되었던 요소들과 결합하고 있고, 전쟁과 평화, 군인
과 비군인, 심지어는 폭력과 비폭력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고 역
설한다.111) 중국의 군사지능화 전략, 미래핵심기술의 군사화, 군민융합정책 등
108) Aerospace Long-March International Trade Co. “长征国际参加巴基斯坦国际防务展”
http://cloud.alitchina.com/cn/index.php?m=content&c=index&a=show&catid=6&i
d=68(검색일: 2019.09.11).
109) 国防科工局. “枭龙”双座战斗教练机01架在巴基斯坦成功首飞.” 2018.03.21.
http://www.sastind.gov.cn/n142/c6800237/content.html(검색일: 2019.08.08).
110) 国防科工局. “阿尔及利亚首颗通信卫星在轨交付.” 2018.04.03. http://www.sastind.gov.
cn/n142/c6800541/content.html(검색일: 2019.08.06).
111)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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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적, 구조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전략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등 미래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전통적
군사력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비대칭 세력균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5G, 드론,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일류의 기술력과 시장점유
율을 넓혀가고 있는 민간의 기술력을 군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지능화,
정보화를 기반으로 2050년 세계일류 강군이 되겠다는 강군몽의 실현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전략으로 군민융합체제와 군민기술 교류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전략은 점점 더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군
사력 강화와 경제력 강화의 목적이 결합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기술력 부상과 기술의 군사화에 대한 위협인식을 가지
고 있으며, 이는 최근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문제제기와 무역제재 등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기술혁신의 주도권과 첨단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자력갱생과 핵심기술
돌파로 기술패권으로의 부상을 추구하고 있다. 호로위츠는 기술의 발명이나 그
기술의 최초 사용이 국제정치에서의 우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
서 기술의 빠른 확산에 주목한 바 있다.112) 호로위츠의 분석처럼 중국의 군사기
술 발전 자체가 실질적인 전투력의 우위를 증명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군사기술과 실제 전투역량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중국 군사력을 평가하
는 데 있어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대미 군사력 열세를 지속시
키는 요인일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의 전투력 향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연합훈련에
소극적인 배경일 수 있다.113)
전통적 군사력 규모와 전투역량의 상대적 열세는 중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112) Michael Horowitz. 2010. The diffusion of military power: causes and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2.
113) Kenneth Allen, Phillip C. Saunders, and John Chen, “Chinese Military Diplomacy,
2003–2016: Trends and Implications,” China strategic perspectives 11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July 201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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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양자정보,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의 군사화를 통해 비
대칭 세력균형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
내는 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114) 중단기적으로 중
국의 강군전략은 전통적 군사력 규모를 추격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군민융합을 통
해 첨단기술기반의 군사혁신에 주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급
격한 부상은 독트린과 작전 등의 혁신을 병행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군사대국화
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술의 부상은 장기적으로 미중 군사력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114) Xijingping. “Secure a Decisive Victory in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in All Respects and Strive for the Great Success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 for a New Era.” October 18, 2017. The Address of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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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s RMA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Pursuing the Military Intelligence
(Jungshi zhinenghua) through the
Civil-Military Integration
Cha, Jung-Mi (Yonsei University)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China’s RMA(Revolution of Military Arrai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is paper analyzes the China’s strategy
to build up the military technology and its strategy of military intelligence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hen the military is becoming more dependent on
technology. This paper argue that China’s military strategy is more focusing
on the technological building as the responding strategy toward the great
power competition on the military power, and China is more putting the
emphasis on the technology development- especially AI technology by the
Civil-Military integration(CMI). The China’s military balancing toward the
U.S. has focused on the catching up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s key
technologies- AI, big data, aerospace, and IOT(Internet of Things). These
China’s military strategy can be regarded as a asymmetric balancing with the
technological breakthrough. It analyzes the China’s military strategy to get the
technological advance in the new round arms race of 4th IR era and its
governance for developing the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also
analyzes the new trend of focusing on the AI technology and CMI system’s
working on the getting the military technological advance in 4th IR er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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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Military Intelligence and CMI system of defense technology for the
civil and military use are getting more expanded and it may open the new
era for the U.S.-China competition in the military aspects.
Key Words: China, RMA(revolution of military affatirs),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ce, C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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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적
성격과 사이버안보

박주희 (고려대학교)

1. 서 론
2. 사이버공간과 주권
3. 주권의 규범성에 관한 국가 입장
4. 평가 및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시사점
5. 결 론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존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주권만큼 적용의 어려움
이 나타나는 규범도 없을 것이다. 비록 제3차 및 제4차 UNGGE에서 사이
버공간의 이용에 대하여 기존 국제법이 적용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권
및 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규범 및 원칙이 적용됨에 국가들의 총의가 이루
어졌으나, 주권 자체의 규범성에서부터, 주권 침해의 임계치, 주권과 인권
의 관계 등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을 둘러싸고 여러 쟁점이 아직 해결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국제법상 규범적 지위에 관하여 최
근 주목할 만한 입장이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권의 규범성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의 국제법적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
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주권의 규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즉, 주권이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규칙이 아니라면, 불간섭 원칙 및
무력 사용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이버공간의 이용의 대부분은 국제법적
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의
한 악의적인 사이버공간의 이용이 무력사용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저강도
(low-intensity)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간에 적
용되는 주권의 규범성에 관하여 국가적 차원의 숙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성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을 평
가해보고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주권, 사이버주권, 국제법, 사이버안보, 불간섭, 무력사용, 첩보,
테러

1. 서 론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에 관한 다자적 논의는 2004년부터 진행된‘국
제안보 맥락에서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관한 국제연합 정부전문가그
룹’(United Nation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GGE’)의 논의를 통해 본격화된다. UNGGE는 국
제연합 총회 내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제1위원회하
에 설치되어 기존 국제법이 어떻게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사
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자발적 비구속적(non-binding) 규범이 마련
될 필요가 있는지를 비롯하여 신뢰구축조치 및 역량구축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2004년 제1차 UNGGE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12년에서 2013년에 걸
쳐 진행된 제3차 UNGGE 논의에서 처음으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
됨에 총의가 이루어졌다.1) 이에서 더 발전하여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진행
된 제4차 UNGGE 논의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구체적
규칙들이 무엇인지가 구체화 되었다.2) 그러나 아직 ‘어떻게’ 기존 국제법이 적
용되는지의 논의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존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주권만큼 적용의 어려움
이 나타나는 규범도 없을 것이다. 이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 관한
이슈 중 주권의 적용보다 ‘법의 안개’(fog of law)가 더 짙게 드리운 이슈도 없
1) UN General Assembly,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68/98, 24 June 2013, para. 19. 제3차 UNGGE 논의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벨라루스, 캐나다, 중국, 이집트,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
아, 영국, 미국의 정부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70/174, 22 July 2015. 제4차 UNGGE에는 벨라루
스,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에스토니아, 프랑스, 중국, 가나, 이스라엘, 일본, 케
냐,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대한민국, 러시아, 스페인, 영국, 미국의 정부전문가가 참여하였
다. 대한민국은 제1차, 제2차, 4차 및 5차 UNGGE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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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Michael Schmitt 교수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3) 비록 제3차 및
제4차 UNGGE에서 주권 및 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규범 및 원칙이 적용됨에
국가들이 총의를 이루었으나, 주권 자체의 규범성에서부터, 주권 침해의 임계
치, 주권과 인권의 관계 등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권의 적용을 둘러싼 여러 쟁점
에 대하여 아직 공통의 이해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국제법상 규범적 지위에 관한 영국과 미
국의 입장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주권의 규범성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이루
어지는 활동의 국제법적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주권의 규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즉, 주권이 국제법상 구속력 있
는 규칙이 아니라면, 금지되는 간섭 및 무력 사용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의 이용은 대부분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공간의 이용이 무력사용 수준에 이
르지 않는 저강도(low-intensity)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
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성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숙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성에 대한 국가들의 입
장을 평가해보고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
장에서는 국제법상 주권의 개념적 이해를 간략히 설명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을 설명한다. 제 III 장에
서는 주권의 규범성에 관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제 IV 장에서는 주권의 규범성에 관한 국가들의 입장을 평가해보
고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제 V 장 결론에서 이를 종합
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3) Michael N. Schmitt, “In Defense of Sovereignty in Cyberspace”, Just Securit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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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공간과 주권
가. 국제법상 주권
오늘날 주권은 국가가 갖는“영토 내에서의 최고의 권한”(supreme authority
within a territory)으로 이해된다.4) 국제연합 헌장 제2조 1항에 반영된 주권 평
등의 원칙에 따라,5) 각국의 주권은 평등하므로 이러한 최고의 법적 권한을 다른
국가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국가의 주권은 대내적으로 행사되는
지 또는 대외적으로 행사되는지에 따라 대내적 주권(internal sovereignty)과
대외적 주권(external sovereignty)으로 나뉘어 설명되곤 한다. 대내적 주권은
국가가 자신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자 등 모든 것들에 대한 최상의 권위
및 권한과 관련된다. 반면 대외적 주권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
어서 갖는 권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내적 주권으로 인해 국가의 속지적⋅속
인적 관할권이 인정된다면, 대외적 주권으로 인해 국가의 국제법적 인격
(personality)이 인정되며, 타국에 대하여 주권 평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6)
그러나 국제법상 주권의 이해는 단순히 주권의 개념적 의미만을 파악하는 것
으로는 부족하다. 주권이 발전하게 되어온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주권과 관련되
는 그 밖의 다른 국제법 개념 및 원칙들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30년 전쟁을
종료시킨 1648년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이 체결된 시기가 근대 국제
법 체계의 시발점으로 간주되는데, 동 조약 체결로써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 형
태가 나타났다.7) 이 시기부터 근대적 의미의 주권의 개념이 여러 국제법 학자
들에 의해 개념화되고, 국제관습법 형태로 발전해오면서 국제판례를 통해 그 의
미가 확인되어왔다.
4) Samantha Besson, “Sovereignty” in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11.
5) 국제연합 헌장 제2조는 국제연합의 원칙을 천명한 조항으로,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제연합
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6) Samantha Besson, supra note 4.
7) Henry Wheaton, History of the Law of Nations in Europe and America: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Treaty of Washington, (Gould Banks & Co., 1845),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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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여러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서 개념화되어왔다.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
리는 Hugo Grotius는 주권 국가를 국가의 “행위가 타국의 힘에 종속되지 않아
여하한 다른 인적 의사에 의해 무효화 될 수 없는” 국가로 설명하였다.8) 스위스
외교관 Emer de Vattel은 “어떠한 형태로든 여하한 외국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배하는 모든 국가는 주권 국가가 된다”고 표현하였다.9) 주권의 개
념은 독립 또는 평등의 개념과 함께 설명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 국제법
학자 Lassa Oppenheim은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최고의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없으며, 어떤 국가도 타국의 법적 권한에 종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적으
로 국가들의 관계는 평등(equality)과 독립(independence)으로 특징지어진다
고 설명하였다.10) 주권은 또한 국가의 영토를 기반으로 한다. 국제법 학자이자
국제사법법원(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재판관인 James Crawford는
주권을 국가가 자신의 영토에 대하여 통제를 행사할 권한으로 그리고 국제적으
로는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대표하여 행동할 능력으로 표현하였다.11)
국제판례에서도 주권의 개념이 다뤄져 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
제연맹(League of Nations) 체제에서 설립된 상설국제사법법원(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은 Lotus 호 사건에 대한 1927년 판결에서
“국가의 독립에 대한 제한은 추정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국제법이 국
가에 부과하는 첫 번째이자 우선적인 제한은 그 반대를 허용하는 규칙이 존재하
지 않는 한 타국의 영토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12) 1928년 Island of Palmas 사건에 대한 Max Huber 중재재판관
판결에 따르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주권은 독립을 의미한다. 지구의 일부
8) Hugo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Book I, (Richard Tuck (ed.), Liberty
Fund, 2005), p. 259.
9) Emer de Vattel, The Law of Nations, (Bela Kapossy and Richard Whatmore (eds.),
Liberty Fund, 2009), p. 83.
10) Robert Jennings and Arthur Watts (ed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 9th ed., 1992), p. 125.
11) James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8th ed., 2012), p. 448. See also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7th ed., 2014), p. 352.
12) The Case of the S.S. Lotus, 1927, PCIJ Series A, No. 1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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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한 독립은 그 안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여 국가의 기능을 행사할 권리
이다.”1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체제가 형성된 이후의 국제판례에서도 주권이
다뤄진 바 있다. 1949년 Corfu Channel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알바니아
영해에서 행해진 영국 해군의 수뢰 제거 작업은 알바니아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바니아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
였다.
독립 국가들 사이에서 영토주권에 대한 존중은 국제관계의 필수적인 기초이
다. 본 법원은 폭발 후 알바니아 정부의 완벽한 의무 불이행과 외교 서신의 지
체는 영국 정부 행위에 대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국제법 존중을 보
장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기관인 본 법원은 영국 해군의 행위는 알바니아의 주
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선언한다.14)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국제관습법상 국가 주권의 기본적
법적 개념은 특히 국제연합 헌장 제2조 1항에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
며,15) “영토주권 존중의 원칙은 타국에 속하는 또는 타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
는 비행기가 한 국가의 영공을 허가 없이 비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16) 동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영토 주권 존중의 원칙의 효과는 불가피하게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 및
불간섭 원칙의 효과와 중복된다. 예컨대, Contras 반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니카라과 항만 및 석유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불법적인 무력 사용의 수
13)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 USA),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4 April
1928, p. 838.
14) Corfu Channel case, Judgment of April 9th, 1949, ICJ Reports 1949, P. 4, p. 35.
1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14, para.
212.
16)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14, para.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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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의 영토 주권의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17)
이처럼 주권의 개념은 독립, 평등, 영토 등 다른 국제법적 개념들과 함께 설
명되며, 불간섭 원칙 및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 등과 같이 주권으로부터 파생되
는 여러 국제법 원칙들도 주권 개념의 이해와 얽혀있다. 따라서 주권의 개념은
단순히 주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정하기보다 여타 국제법 개념 및 원칙들과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이버공간 주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이 확대되고, 악의적인 사이버공간
의 이용이 증가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식되면
서, 국가들은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규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국가들
은 특히 기존 국제법의 적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즉 사이버공간의 이
용을 규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존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은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진행된 제3차 UNGGE의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제3차 UNGGE 보고서에서는 “국제법과 특히 국제연합
헌장이 적용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방되고 안전하며 평화롭고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언급되었다.18) 다만,
“그러한 규범이 어떻게 국가 행동과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통의 이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과 “정보통신기술의 독
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될 수 있다”라
는 점이 언급되었다.19)
UNGGE는 주권의 적용에 관해서도 다루었다. 제3차 UNGGE에서는 “국가 주
권과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국제규범과 원칙들이 자국 영토 내의 국가의 정보통
17)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14, para.
251.
18) UN Doc. A/68/98, para. 19.
19) UN Doc. A/68/98, par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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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관련 행위 수행에 적용되며,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시
설에 대한 관할권에 적용된다”라고 총의를 이루었다.20) 동일한 내용이 제4차
UNGGE 보고서를 통해 다시한번 언급되었으며,21) 이에 더하여 제4차 UNGGE
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있어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 원칙들을 일별하
면서 국가 주권, 주권 평등을 포함하였다.22) 그러나 국제연합 차원에서의 사이
버공간 주권에 대한 논의는 사이버공간에 주권이 적용된다는 합의를 뛰어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 국가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특히, 서방국과
비서방국의 대립)으로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에 일부 국
가들은 공식성명이나 국내문서를 통해 국제법과 특히 주권이 사이버공간에 어
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 주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가들보다는 학계
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작업은 ‘사이버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탈린매뉴얼’(이하 ‘탈린매뉴얼 1.0’)과 그 후속편인 ‘사이
버 조작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탈린매뉴얼 2.0’(이하 ‘탈린매뉴얼 2.0’)
이다.23) 탈린매뉴얼 시리즈는 국가에 의한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기존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국제법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이 담겨있다.24)
20)
21)
22)
23)

UN Doc. A/68/98, para. 20.
UN Doc. A/70/174, para. 27.
UN Doc. A/70/174, para. 28(b).
Michael N. Schmitt (ed.),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Hereinafter ‘탈린매뉴얼 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Michael N. Schmitt (ed.),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Hereinafter ‘탈린매뉴얼 2.0) (2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4) 사이버 오퍼레이션(cyber operation)은 사이버공간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이버 역량의 이용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군사적 목적 등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되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작전’으로 번역할 경우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과 관련된 사이버 역량의 이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
기 위하여 본 논문은 영문음을 그대로 표기하여 ‘사이버 오퍼레이션’이라 번역한다.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p. 564. 한편, 탈린매뉴얼 1.0과 탈린매뉴얼
2.0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존 국제법의 적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UNGGE의 논의의 흐름과
도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박노형, 정명현, “사이버전의 국제법적 분석을 위한 기본개념의
연구 - Tallinn Manual의 논의를 중심으로 -”, 뺷국제법학회논총뺸, 제59권 제2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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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매뉴얼 2.0의 제1규칙부터 제5규칙까지가 주권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1규칙에서 “국가 주권의 원칙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고 명시됨으로써 사
이버공간에 주권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이
국가 주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무주물(res nullius) 또는 국제 공유물(res
communis omnium)이라는 과거의 주장들은 탈린매뉴얼의 국제전문가들에게
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25) 그러나 사이버공간 그 자체(per se), 즉 사이버공
간 전체에 대하여 어떠한 국가도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26) 사이버공간을 존재
하게 만드는 물리적 기반시설들은 국가의 주권 영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규칙에는 “국가는 자신의 국제법적 의무를 조건으로 하여 자신의 영토 내에
위치한 사이버 기반시설, 사람 및 사이버활동에 대하여 주권적 권한을 향유한
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제3규칙에는 “국가는 자신을 구속하는 국제법의 여하
한 반대 규칙을 조건으로 하여, 자국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이버 활동을 수행
할 자유를 누린다”고 제시되어있다.27) 제2규칙과 제3규칙은 각각 사이버공간
에 적용되는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을 설명한 셈이다. 제4규칙은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
면서 어떠한 경우 주권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28) 제5규칙은 군함이나 정부 선박과 같이 주권 면제를 향유하는 플랫폼
에 위치한 사이버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다루고 있다.29)

25)
26)
27)
28)
29)

65, 90면.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Rule 1, para. 5.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Rule 1, para. 7.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Rule 2 ~ Rule 3.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Rule 4.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Rule 5.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또
는 국가 면제(state immunity)라고도 함)는 국가가 국가 스스로와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타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향유하는 면제를 말한다.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하여 주권 면
제가 인정된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2004,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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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권의 규범성에 관한 국가 입장
사이버공간에 주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국가 및 학계 차
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규범성, 주권 침해의 임계치, 주권과 인권 등
오늘날 사이버공간 주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법적 이슈들이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적 성격에 관하여 나타나
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주권의 규범성에 관한 논쟁은
주권이 국제법상 구속력 없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주권 그 자
체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다.30) 주권이 그
자체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칙에 불과하다면, 어떤 행위가 불간섭 원칙
이나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과 같이 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
규칙의 위반 수준에 이르고 나서야 국제책임의 근거가 되는 국제위법행위
(international wrongful acts)를 구성할 수 있다.31) 즉, 단순히 주권 침해를
근거로 타국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 아직 사이버공간에 적용
되는 주권의 규범적인 지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한 국가보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더 많으나, 이와 관련한 최근 주목할 만한 국가들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30) 국제법 차원에서 원칙(principle)과 규칙(rule)의 개념이 완벽히 정리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 국제법상 원칙이라 할 때,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준칙으로써 국제사법법원 규정
제38조 1항에 명시된 ‘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또는 국제연합 헌장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국제법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의 국
제법상 지위는 다양하다. “법규칙의 기초를 이루는 규범적 준칙”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
고, “조약의 입법과정의 지도원리로 기능하거나 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어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의 강제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원칙”도 존재한다. 반면 규칙은 위반시 국제책임
이 초래되는 국가들의 국제적 의무로 이해될 수 있다. 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채택한 ‘국가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2001년
국가책임초안’), 일반 주해(general commentary) 참조. ILC,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third session, UN Doc.
A/56/10, (23 April–1 June and 2 July–10 August 2001). 원칙과 규칙의 관계는 다음을
참조. 서원상, “국제법상 원칙, 규범, 규칙의 법적 의의 - 국제환경법원칙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제33호, 2011, 33.
31)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발생시킨다.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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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범성을 인정하는 국가들
(1) 네덜란드
네덜란드 외교부는 2019년 7월 5일 의회에 사이버공간의 국제질서에 관한 서
신(letter)을 제출하였으며, 동 서신에 부록으로 첨부된 ‘사이버공간에서 국제
법’(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에서 주권, 불간섭 원칙, 무력사용 금지
의 원칙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 사이버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의견
을 밝혔다.32) 동 서신에서 네덜란드 외교부는 일부 국가 및 법학자들이 주권의
원칙이 국제법의 독립된 구속력 있는 규칙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네덜란드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주권의 원칙이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독립된 규칙이라는 입장을 취하
였다.33)
보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는 국가들이 자신의 영토 내의 사이버공간의 물리
적, 인적 그리고 논리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물질적 측면에 대하여 배타
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의견을 보였다. 예컨대,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사
이버 공격에 대한 모바일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및 회복력의 기술 규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할 수 있고, 사이버범죄를 격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독립
적으로 해외 사이버 정책을 추구할 수 있으며, 사이버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조
약 의무에 참여할 수 있다.34) 그러면서도 네덜란드는 국가는 타국의 주권을 침
해하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
러나 무엇이 허용되는지의 정확한 경계는 아직 완전히 확고해지지(crystallise)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이 확실

32) Letter of 5 July 2019 from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the Presid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cyberspace, Appendix: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 5 July 2019.
33) Ibid., p. 2.
34) Ibid.,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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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영토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35)

(2) 프랑스
프랑스는 2019년 6월 UNGGE 논의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권의 원칙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구체적으로 어
떠한 경우의 사이버공간의 이용이 프랑스 주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하였다.
주권의 원칙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 따라 프랑스 영토 내의 정보 시스템, 개인 및 사이버공간 관련 활
동에 대한 주권을 재확인한다. 국가 실체 또는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행
동하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이용을 통한 프랑스 시스템의 무
허가 침입 또는 프랑스 영토 내에 효과의 발생은 주권 침해를 구성한다.36)

2019년 9월 9일 프랑스 국방부에서 발표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에 적용되
는 국제법’(Droit International AppliquA aux OpArations dans le
Cyberspace)을 통해서도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에 관한 프랑스의 입장이
나타난다.37)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문서에는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국제규범 및 원칙이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적용되며 정보통신
기술 기반시설에 대한 그들의 영토 관할권에 적용된다는 제4차 UNGGE 보고서
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둘째, 동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신의 영토
상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주권 행사의 범
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프랑스가 주장하는 주권 행사의 범위는 국가 영토에
위치한 장비 및 기반시설, 그리고 프랑스 영토에 뻗어있는 전자통신네트워크를
35) Ibid., p. 2.
36) UN General Assembly,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74/120, 24 June 2019, p. 22.
37) MinistMre des ArmMes, Droit International AppliquM aux OpMrations dans le
Cyberspace, 201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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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또는 프랑스에 귀속되는 IP 주소로부터 운영되거나 처리되는 연결된 장
치, 논리적 구성요소 및 내용(content)이 포함된다.38) 셋째, 프랑스는 침입의
‘정도’와 ‘효과’를 기준으로 주권 침해가 구성된다는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
다. 침입의 정도나 그것의 효과에 따라 주권의 원칙, 불간섭 원칙 또는 심지어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다.39) 프랑스의 입장
에 따르면, 어떤 국가의 프랑스 시스템에 대한 무허가 침입 또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프랑스 영토에 대한 모든 효과의 초래는 ‘최소한’ 주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40)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정부 권한 요소를 행사하는 사람 또는 실체, 또
는 한 국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거나 국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서 행동하는
자에 의한 프랑스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는 디지털 수단에 의한
프랑스 영토에 대하여 가해진 모든 효과는 주권 침해를 구성한다.41) 넷째, 프랑
스가 고려하는 국제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밝혔다.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된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제공된 옵션의 틀 내에서 그에 대응할 수 있다. 프랑스는
그러한 사고에 대하여 외교적 대응, 대응조치 또는 무력침략을 구성하는 공격이
라면 무력에 의한 강압적 행동까지도 고려하고 있다.42)
프랑스는 네덜란드처럼 명확하게 주권의 원칙이 국제법의 독립된 구속력 있
는 규칙이라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을 근거로 프랑스 역시 국
제법의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써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프
랑스는 구체적으로 주권 침해를 구성하는 사이버공간의 이용 기준에 대하여 제
시하였다. 프랑스는 주권의 원칙이 국제법상 독립된 구속력 있는 규칙인지에 대
한 입장보다 사이버공간에 주권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
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침입의 ‘정도’와 ‘효과’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프랑스는 주권 침해를 구성하는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옵션

38)
39)
40)
41)
42)

Ibid.,
Ibid.,
Ibid.,
Ibid.,
Ibid.,

p.
p.
p.
p.
p.

6.
6.
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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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데 그 옵션 중 하나가 대응조치이다. 대응조치는 타국의 국제위법
행위에 대하여 취해지는 조치이다.43) 국제위법행위는 어떠한 행위가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며 그 국가의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존재한다.44) 주
권 침해를 구성하는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대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
장은 주권 침해가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된다. 따라
서 프랑스 역시 국제법의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써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규범성을 부인하는 국가들
(1) 영국
주권이 독립된 일차규칙(primary rule)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취
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국제법상 일차규칙이란 위반시 국제책임이 초래되
는 국가들의 국제적 의무이다.45) 2018년 5월 23일 영국 법무부 장관 Jeremy
Wright은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원칙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국제규칙 기반의 체제에서 주권은 물론 기본적이지만, 나는
우리가 현재 그 일반 원칙으로부터 간섭의 금지를 넘어선 사이버행위를 위한 구
체적인 규칙 또는 추가적인 금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납득되지 않는다. 영국 정
부는 따라서 현재 국제법의 문제로서 그러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라고 밝혔다.46) 즉,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행위는 금지되는 간섭의 수
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제법상 국제책임이 초래되는 것이지 주권 그 자체로
는 어떠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행위를 국제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독립된 일
차규칙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43)
44)
45)
46)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49조.
2001년 국가책임초안, 제2조.
2001년 국가책임초안, 일반 주해(general commentary) 참조.
UK Attorney General’s Office and The Rt Hon Jeremy Wright MP, Cyber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23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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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은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에 관한 입장이 과거와 다소 변화한 듯 보
인다. 영국과 유사한 입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무렵의 미국 국방
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이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거나 미국 정부 기관들 사이의 조율된 의견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
러한 변화의 배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권의 개념 적용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오바마 정부 시기
활발하게 나타난다. 오바마 정부 국무부 법률고문 Harold Hongju Koh는 2012
년 9월 미국 사이버사령부 관계부처 회의에서(USCYBERCOM Inter-Agency
Legal Conference)에서 ‘사이버공간에 서의 국제법(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주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국가는 무력충돌의 상황 이외에도 타국의 주권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과 사이버 활동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시설은 일반
적으로 주권 영토에 위치하며 영토국의 관할권의 대상이 된다. 사이버공간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운용성으로 인해 한 국가 내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하는 오퍼레이션은 타국에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국가가
사이버공간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마다 타국의 주권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47)

Koh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가 사이버공간
에서 활동할 때마다 타국의 주권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2016년 오바마 정부 국무부 법률고문 Brian J. Egan은 UC Berkeley 연
설에서‘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과 안정성’(International Law and Stability

47) Harold Hongju Koh, Remarks at USCYBERCOM Inter-Agency Legal Conference,
September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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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yberspace)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상기와 같은 Koh의 언급에 기초하여 주
권과 사이버공간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48)
타국의 영토에 위치한 컴퓨터 또는 그 밖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치를 수반
한 원격 사이버 오퍼레이션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즉,
국제법의 문제로서 그러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는 없다. 이는 아
마도 타국의 영토에서의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효과도 가지지 않거나 또는 최
소허용가능한(de minimis) 효과로 나타나는 경우 가장 명확하다.49)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외에서 정보수집(intelligence
collection)을 행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해외 정보수집은 “미국
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또한 확인한 바와 같이, 미국은 다른 나
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및 해외 정책 결정자들이 시기적절하고 정확하
며 통찰력 있는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역사에 걸쳐 정보를 수집
해 왔다.50)

Egan은 타국 영토상 어떠한 효과도 야기하지 않거나 또는 허용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효과를 야기하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은 주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국
제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근거로 국가들이 첩보
활동을 과거부터 수행해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첩보 활동처럼 단순히 정
보수집에만 국한되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활동은 타국 영토상에 어떠한 효과
도 야기하지 않거나 또는 허용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타국의 주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19일 미국 국방부 법률고문 Jennifer M O’Connor는 ‘군사작전에 있
어서 사이버 역량을 이용하기 위한 국제법적 체계에 관한 보고서’(Memorandum
on International Law Framework for Employing Cyber Capabilities in
48) Brian J. Egan, International Law and Stability in Cyberspace, November 10, 2016.
49) Ibid.,
5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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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Operations, 이하 ‘2017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 보고
서에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 규범으로서의 주권을 부인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타국에 위치한 기반시설에 효과를 초래하거나 타국에서 나타나는 한
국가의 사이버 행위를 금지할 만큼 주권이 하나의 구속력 있는 법 규범으로 작
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국가 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의 증거
가 불충분하다.”51) 또한 “무력 사용이 아니며 불간섭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군
사적 사이버 활동은 현재 대체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어 있지 않다.”52) 요약하
자면 동 보고서의 입장에 따르면 주권은 심지어 타국의 동의 없이도 국가가 타
국에서 테러리스트가 이용하는 사이버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그러한 오퍼레이션이 무력 사용 또는 간섭의 수준에 이르지 않
는다면)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3)
이러한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입장은 과거 국방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1999년 미국 국방부는 ‘정보 오퍼레이션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의 평가’
(Assessment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Information Operations)라
는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동 문서는 국방부 법률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
인데, 동 문서에 따르면, “타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전자적
침입은 무리 없이 결국 피해국의 주권 침해로 간주 될 것이며, 심지어는 한 국가
영토의 물리적 무단침입과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 문제
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국제사회의 움직
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남겨놓았다.54)
2017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처음에 미국 전투사령부 사령관 및 국방부 고
위급 법률가들에게 전달되어 기밀로 취급되었다가 이후 국제적으로 공개되었으
며, 후에 다시 내부용 문서로 취급되어 현재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
51) Sean Watts and Theodore Richard, “Baseline Territorial Sovereignty and Cyberspace”,
Lewis & Clark Law Review, Vol. 22, 2018, 803, p. 861에서 재인용.
52) Ibid., p. 860에서 재인용.
53) Ibid., p. 861에서 재인용.
54) US Department of Defense, Assessment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information
operations, pp. 19~20.

96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1호(통권77호)

문서가 전적으로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러나 과거 국방부의 입장과의 차이가 목격된 만큼 그러한 입장 변화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 사이버사령부 법무참모 Gary P.
Corn과 국방부 전부수석 법률고문 Robert Taylor는 ‘사이버시대의 주권’
(Sovereignty in the Age of Cyber)에 관한 기고문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주
권의 규범성을 부인하려는 배경을 감지할 수 있다.55) 동 기고문에 따르면, 두
저자는 국제법은 영토국의 대내적 주권을 타국이 침해하거나 또는 그를 저해하
는 모든 활동을 삼가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6) 또한 주권
은 규칙이 아니라 원칙이며, 주권의 법적 결과는 사이버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한다.57) 즉, 주권의 원칙은 보편적이지만, 주권을
사이버공간의 독특한 특성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들의 실행이나 조약 규칙의 발
전을 통해 국가들이 결정하도록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58)
이러한 입장을 채택하는 의도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이버공간
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첩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동
기고문에서 두 저자는 국제법상 첩보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국가들이 타국의 영토에 비밀리에 입국하거나 타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첩
보를 오랫동안 수행해왔다는 점을 근거 삼아, 첩보는 불법적인 간섭이나 금지되
는 무력 사용의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국제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국가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첩보 활동을 수행하
고 있는데, 그러한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전통적인 첩보 및 방첩 활동과 유사하
55) Gary P. Corn and Robert Taylor, “Sovereignty in the Age of Cyber”,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 111, 2017, 207. 물론 동 기고문에 나타난 의견이
반드시 미국 사이버사령부나 국방부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
으나, 이 두 저자의 미국 사이버사령부 및 국방부에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기고문에서 나타
난 의견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를 짐작해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6) Ibid., p. 209.
57) Ibid., p. 211.
58) Ibid.,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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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국제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곧 사이버공간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첩보 활동이 불간섭 원칙이나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59)
둘째,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테러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다. 동
기고문에서 두 저자는 테러조직의 미디어 작전은 분산되어 있으며 전 세계 수많
은 국가의 서버로부터 기원한다는 점과 국가들은 자신의 주권적 권한 하에 있는
서버나 사이버 기반시설을 테러조직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한적으로 알
고 있거나 거의 알고 있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두 저자는 다음과 같이 테
러리스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영토국의 동의 없이도 해당 영토국내 사이버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주권이 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모든 불법행위에 의해 위반되는 규칙
이라는 입장을 채택한다면, 분산되어 존재하는 테러리스트의 사이버 기반시설
에 지장을 주려는 국가들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구하거나 그
기반시설이 위치한 영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이버 오퍼레이션 및 사이
버역량의 성격은 종종 높은 수준의 작전보안 및 속도와 민첩성을 가지고 활동
할 유연성을 요구한다. 동의 모델을 통한 작전은 중요한 경우 테러리스트에게
작전 주도권을 양보하게 되거나 대응 옵션들이 실행 불가하게 될 수 있다. …
주권의 원칙은 한 국가가 타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는 타국의 주권적 관
할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ISIS에 대
한 작전에 관여되는 국가는 타국에 위치한 ISIS의 사이버 시설에 대하여 조치
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는 간섭 또는 무력 사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그 영토국의 동의 없이도 금지되지 않는다.60)

이러한 입장은 2016년 후반기부터 ISIS를 대상으로 개시된 ‘글로잉 심포
니’(Glowing Symphony) 작전과 같은 미국의 사이버 오퍼레이션과 맥을 같이
59) Ibid., pp. 210~211.
60) Ibid., pp.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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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61)

다. 그 밖의 국가들
그동안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권을 강조해온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 역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주권의 규범적 성격이나, 구체적으로 주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문제보다 정보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주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
국과 러시아는 UNGGE 논의를 통해 기존 국제법의 사이버공간에의 적용에 합
의하였으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화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주권의 적용에 대해서도 이어지며, 이들
은 국제법상 주권의 개념이 ‘어떻게’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지의 문제보다 사이
버주권을 주장하여 자국 내의 인터넷과 인터넷을 통해 이동하는 정보의 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및 러시아의 태도는 UNGGE 논의 과정 동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가 취한 입장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UNGGE 논의 초반부터 사이버공
간은 육지, 바다, 공역 및 우주에 더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이기 때
문에 새로운 국제법 질서가 마련되어야 하고, 새로운 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UNGGE 논의를 통해 기존 국제법이 사이
버공간에 적용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제4차 UNGGE에서는 주권을 비롯하여 자
위권, 국제인도법, 국가책임법 등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위권과 국제인도법의 적용은
곧 사이버공간을 전장화(militarization)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제4차
UNGGE 보고서에서 자위권과 국제인도법의 명시적 언급을 거부하였는데, 그 타협
으로써 ‘자위권’(self-defense)과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는 용어는 빠지게 되었다.62) 자위권과 국제인도법은 국제법을 구성하
61) ‘글로잉 심포니’(Glowing Symphony) 작전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 Dustin Volz, “How a
Military Cyber Operation to Disrupt Islamic State Spurred a Debate”, Wall Street
Journal, Jan.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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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범임이 자명하다는 점, 이미 여러 국가들이 사이버사령부를 자국 군 체계
에 편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모순적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완강한 거부는 제5차 UNGGE 논의에도 이어졌으며 이
는 결국 제5차 UNGGE 보고서 채택 결렬로 이어진다.

(1) 중국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 적용은 강조하지만, 주권의 규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권 침해를 구성하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임계치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 보다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발전
방향과 거버넌스 모델을 타국에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짐을 강
조하며 동등한 자격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信息办公室)은 2017년 3월
1일 ‘사이버공간 협력을 위한 국제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발표하였
다.63) 사이버공간 협력을 위한 국제전략은 사이버 관련 국제적 사안에 관한 중
국의 정책과 입장을 비롯하여 중국의 대외적 관계에 관한 네 가지 기본원칙, 여
섯 가지 전략목표 및 아홉 가지 행동계획을 제시한다. 중국은 사이버공간 협력
을 위한 국제전략에서 평화의 원칙, 주권의 원칙, 공유 거버넌스의 원칙, 공유
이익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주권의 원칙에 관하여 동
전략에서는 현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해당하는 국제연합 헌장에 명시된 주
권의 원칙은 사이버공간을 포함하여 국가대 국가 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이버 발전, 사이버 규율 모델 및 공공 인터넷 정책에 관하여
62) 그러나 제4차 UNGGE 보고서에는 “국제법에 합치하고 국제연합 헌장에 인정된 조치를 취
할 국가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자위권을 암시하는 내용
이 포함되었으며, 국제인도법이라는 용어는 누락되었으나,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에 해당
하는 인도(humanity), 필요성(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 구별(distinction)의
원칙 언급되었다. UN Doc. A/70/174, paras. 28(c) ~ 28(d).
63) 중국의 사이버공간 협력을 위한 국제전략의 분석을 위해 다음의 비공식 영문 번역을 참고
함. <http://www.xinhuanet.com/english/china/2017-03/01/c_13609437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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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자신의 방향을 선택할 국가의 권리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
다. 어떠한 국가도 사이버 패권(网络霸权, cyber hegemony)을 추구하거나, 타
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거나 타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사이버활동에 참여
하거나, 용인하거나, 지지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한다.
2019년 10월 중국 우젠에서 열린 제6차 세계인터넷대회 (World Internet
Conference)에서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 합
동 건설’(Jointly Build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in Cyberspace)
에 관한 전망을 발표했다.64) 동 문서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네 가지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 존중이다.65) 이에 관하여 첫째, 국제연합 헌장에 구현
된 주권 평등의 원칙이 현재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규범이며, 국가간
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둘째, 각 국가가 자신의 발전 방향과 거버넌스 모델을 독립적으로 선
택할 권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할 권
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사이버공간 협력을 위한 국제전략에
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국가도 인터넷 패권을 추구하거나, 타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하였으며, 어떠한 국가
도 타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하거나 타국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거나 용납하거나 또는 지원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6차 세계인터넷대회에서는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 이론과 관
행’(Sovereignty in Cyberspace: Theory and Practice)이 공개되었다.66) 동
64) World Internet Conference, Jointly Build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in
Cyberspace, 2019.
65) 그 네 가지 기본 원칙들은 첫째,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 존중, 둘째, 평화와 안전 유지,
셋째, 개방 및 협력 증진, 넷째, 건전한 질서 구축이다. World Internet Conference,
Jointly Build 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 in Cyberspace, 2019, pp. 4~6.
66)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and Wuhan University, Sovereignty in Cyberspace: Theory and
Practice, 2019. 동 문서는 중국현대국제관계원(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상해사회과학아카데미(上海社会科学院,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및 무한대학교(武汉大学, Wuhan Universi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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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상 주권의 개념에는 독립권, 평등권, 관할권, 자위권
이 포함되며, 사이버공간에서 주권의 기본적 원칙으로 평등, 공정, 협력, 평화,
법치를 제시하였다. 특히 독립권은 국가가 스스로의 사이버발전 방향, 사이버
규제 모델을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여하한 외부 간섭 없이, 공공 인터넷 정책을
형성할 권리로 표현된다.67) 또한 평등권은 국제연합 헌장에 명시된 주권 평등
의 원칙에 따라 주권 국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사이버공간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국제규칙을 함께 형성할 권리로 표현되고 있다.68) 이처럼 중국은 주
권의 규범성이나 어떻게 주권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보다, 인터넷과 인터넷상 콘
텐츠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위하여 독립과 주권 평등을 강조하고, 서방국이 추
구하는 개방된 인터넷 체제와 다른 자신만의 인터넷 정책을 펼칠 자유를 갖는다
고 강조하고 있다.

(2) 러시아
러시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과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정보의 통제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2019년 11월 발효된 인터넷 주권법
(Sovereign Internet Law)을 통해 러시아 외부 트래픽으로부터 인터넷 통제를 강
화할 수 있게 되었다.69) 동 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트래픽을 추적
하고, 차단하고, 경로를 바꿀 수 있는 딥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를
수행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한다. 러시아는 동 법이 미국이
2018년부터 공격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그로부터 러시아를 수
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옹호하
는 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주권법의 도입을 비난하고 있다.70)
작성하였다.
67) Ibid., p. 2.
68) Ibid., p. 2.
69) Peter Scott and Vladimir Soldatkin, “Russia enacts ‘sovereign internet’ law, free
speech activists cry foul”, Reuters, 2 November 2019. 인터넷 주권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1905010025 (2020년 1
월 20일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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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러시아는 국제연합 총회에 개방형 작업반(open-ended working
group, 이하 ‘OEWG’)의 설치를 제안한 결의안을 제출하였고,71) 미국은 제6차
UNGGE의 설치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72) 2018년 12월 국제연합 총
회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발의한 두 가지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제6차
UNGGE 설치와 동시에 OEWG 설치를 결정하였다.73) 이로써 2019년부터 국제
연합 차원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가 제안한 OEWG 논의와 미국
이 제안한 제6차 UNGGE 논의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가지 프
로세스 모두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더불
어 국가의 책임있는 행동 규칙, 규범 및 원칙에 관한 논의 및 신뢰구축조치 및
역량구축조치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나간다.

제1차

OEWG

실질회의

(Substantive Session)에서 러시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을 규율하
는 새로운 협약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러시아는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이 적
용됨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나, 국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이버공간을 위한 협약의 초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74)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을 통해, 러시아가 주권을 비롯한 기존 국제법 규칙들이 어
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화보다는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새로운 협약 마
련을 강조하는 기존의 노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0) Human Rights Watch, “Russia: New Law Expands Government Control Online”,
October 31, 2019,
71) UN General Assembly,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A/C.1/73/L.27/Rev.1, 29 October 2018.
72) UN General Assembly,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UN Doc. A/C.1/73/L.37, 18 October 2018.
73)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5 December
2018, UN Doc. A/RES/73/27, 11 December 2018;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2 December 2018, UN Doc. A/RES/73/266,
2 January 2019.
74) Ilona Stadnik, “5th Meeting of the first substantive session of the Open-Ended
Working Group (OEWG)” Digital Watch, 11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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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시사점
가. 평가
사이버공간의 초연결성 등의 특성은 사이버공간에 주권의 개념이 어떻게 적
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지만, 구속력있는 규칙으로서
의 주권의 규범적 성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주권을 구속력 있는 국제법 규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에
서 행해질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주장대로 주권의
규범성이 부인된다면, 금지되는 간섭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사이버 오퍼레이션
은 일반 국제법상 허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75)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은 결국 불간섭 원칙의 임계치 이하의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이버 오퍼
레이션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의 법적 결과
는 결국 불간섭 원칙의 위반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진 타국에 의한 사이
버 오퍼레이션에 직면한 국가는 그 행위의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대응조치 역시 발동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불간섭 원칙의 임계치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
되고 있다.76) 국제법상 금지되는 간섭은 한 국가의 주권에 의해 그 국가가 자유
로이 결정하도록 허용된 사안 즉, ‘국내관할사안’(domaine rAservA, reserved
domain)에 대하여 ‘강압’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한다.77) 국내관할사안은 국제
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사안을 의미하는데,78) 이러한 영역에는 국제조약, 국
제관습법 또는 그 밖에 다른 국제규칙이 규율하지 않는 모든 사안이 속하게 된
75) Sean Watts and Theodore Richard, “Baseline Territorial Sovereignty and
Cyberspace”, Lewis & Clark Law Review, Vol. 22, 2018, 803, p. 860.
76) Michael N. Schmitt, “Estonia Speaks Out on Key Rules for Cyberspace”, Just
Security, 2019.
77)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27 June 1986, ICJ Reports (1986) 14, para.
205.
78) Nationality Decrees Issued in Tunis and Morocco, Advisory Opinion, PCIJ Series B,
No. 4, 7 February 1923,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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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조약이 체결되고 국제관습법이 발전해
옴에 따라, 주권의 원칙에 의해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허용된 사안의 범
위는 제한적일 것이다. 더욱이 국제법상 강압이라는 용어에 대한 확정적인 정의
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대한 불간섭 원칙의 적용을 시도한
탈린매뉴얼 2.0의 국제전문가들도 단순한 강압으로는 불간섭 원칙의 위반을 구
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리 나타났다.79)
둘째, 주권은 절대적 규범이 아니다. 미국이 지적한 대로, 첩보는 전통적으로
국가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테러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대해서
도 빠른고 민첩한 대응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권의 규범성을
부인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다. 주권은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
는 이른바 ‘강행규범’(jus cogens)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80) 국가는 자신의 주
권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제인권법 등 다른
특별 국제법 규칙을 통해서도 제한된다.81) 요컨대, 전통적으로 수행되어온 첩
보를 포섭할 만한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임계치 설정하고, 사이버범죄
협약과 같은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여 초국경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및 테러 대
응을 위한 국제적 규범의 마련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셋째, 주권의 규범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존 국제법의 적용
이라는 국제적 합의의 흐름과도 배치된다. UNGGE 논의 및 다른 논의의 장을
통해 국가들은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됨을 인정하였다. 주권은 국제
법의 기본적인 규칙을 구성하며, 이는 국제연합 헌장 제2조 1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1949년 Corfu Channel 사건과 같은
국재판례를 통해서도 주권 침해의 국제위법성이 확인된 바 있다. 더욱이 제3차
79)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Rule 66, para. 19.
80) 강행규범은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격을 갖는 일반 국제법의 추후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 국제 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한 규범을 말한다.
1969년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53조 참조.
81)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Rule 1,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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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차 UNGGE 논의를 통해 “국가 주권과 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국제규범과
원칙들이 자국 영토 내의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행위 수행에 적용되며, 자
국 영토 내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에 대한 관할권에 적용된다”고 총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권의 규범성 부인하는 것은 기존 국제판례에서의
국제법원의 입장 및 국제연합 총회에서 진행되어온 국가들 간의 논의의 흐름과
도 배치된다.

나. 한국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상기 검토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및 미국처럼 사이버공간에 적용
되는 주권의 규범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아직은 다른 대
다수의 국가들처럼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주권의 규범성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사이버안보 현
실에 적합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첫째, 한국이 허용할 수 있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임계치에 관하여 고민해야
한다. 이는 곧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임계치를 설정하는 문제와도 관련
된다. 한국이 그동안 받아온 사이버위협의 사례는 무력 사용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소위 ‘저강도’(low-intensity)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해당한다. 예컨대,
2011년 농협전산망 장애, 2013년 3.20 사이버위협, 2016년 국방부 통합데이터
센터 해킹,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8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해킹
등이 모두 그러하다. 미국이나 영국이 주장한 바대로 주권의 규범성을 부인하게
되면, 이상과 같은 사이버위협의 사례에 대하여 한국은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하
기 어렵게된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기준에 대
하여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사이버 침입의 ‘정도’와
‘효과’를 기준으로 주권 침해가 구성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참조하
여 우리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성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이버공
간에 적용될 주권의 임계치를 설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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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이버첩보와 주권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미국이 지적한 대로 첩보
활동은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변화하는 것은 첩
보가 수행되는 수단이다. 과거에는 첩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타국의 출
입이 요구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과거보다 대규모로 빠
르게 첩보의 수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단순히 타국에 위치한 사이버 기반시설
에 대한 접근만으로 사이버 기반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주권이 침해된다는 기준
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
권의 임계치를 설정함에 있어, 첩보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관행들을 어떻게 포
섭할 수 있을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이버범죄 또는 테러조직의 사이버공간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대응은
초국경적 수사 및 대응을 필요로 하므로 그러한 수사 및 대응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국제규범에 주목해야 한다. 제4차 UNGGE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
로부터 유래하는 악의적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타국의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사이버 오퍼레이션을 경감하기 위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는 규범을 채택한 바 있다.82) 예컨대, 동 규범에 따르면, 국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국 영토에 위치한 서버가 테러조직에 이용되어 타국의 핵심기반시설
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디도스 공격의 대상이 된 국가
가 해당 서버의 차단을 요청할 경우 적절하게 응해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01년 체결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이하 ‘사
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가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83)
넷째,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권의 적용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로 귀결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주권과 국
제인권법의 관계를 학습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권은 국제법상 어
떠한 제한도 불가한 규범이 아니다. 다른 국제법 규칙들에 의해 제한도 가능한
82) UN Doc. A/70/174, para. 13(h). See also UN Doc. A/70/174, paras. 13(d).
83) 박세환 이상헌, “靑,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추진”, 국민일보,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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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표적으로 국제인권법이 그러하다. 탈린매뉴얼 2.0에 따르면, 국가는 주권
의 원칙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영토에 위치한 여하한 사이
버 기반시설을 차단할 권리를 가진다. 러시아에서 최근 도입한 인터넷 주권법에
따라 러시아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러시아의 주권에 해당한다. 단, 이
러한 주권의 행사는 여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의 제한, 특히 국제인권법에 따
라 부여되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84)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주권과 주권을 제
한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들을 학습하여 양자의 균형을 위한 국제법 발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결 론
사이버공간에 대한 기존 국제법의 적용은 새로운 규범의 발전을 배제하고 있
지 않다. UNGGE 논의를 통해 확인되었다시피, 정보통신기술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규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규범이 어떻게 국가 행동과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
통의 이해를 위해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85) 따라서 주권의 국
제법상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서의 규범적 성격을 부인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권의 적용을 배제하기 보다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어떠한
추가적 규범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
히 사이버공간에 대한 주권의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사이버첩보와 주권의
관계이다.
현재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제6차
UNGGE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OEWG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전의
UNGGE 논의와 마찬가지로 제6차 GGE에는 형평한 지리적 배분에 따라 총 25
84) Michael N. Schmitt (ed.), 탈린매뉴얼 2.0, Rule 1, para. 6.
85) UN Doc. A/68/98, par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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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출신의 정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86) 아쉽게도 한국은 이번 제6차 GGE
에 정부전문가로서 참석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한편 OEWG에는 모든 국제연
합 회원국이 논의에 참여가 가능하며, 지난 9월 9일에서 13일까지 OEWG 프로
세스의 첫 번째 실체회의(substantive session)가 진행되었다. 사이버공간 주
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 사이버공간 주권에 대
한 국가들의 치열한 규범전(lawfare)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의 실행을 파악하여 한국의 사이
버안보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6) 제6차 GGE 논의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모리셔스,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
아,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 미국, 우루과이의 정부전문가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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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rmative Status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nd Cybersecurity
Joohee Park (Korea University)

There is no issue in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on
cyberspace which is as difficult to address as sovereignty. The third and fourth
UNGGE have reached a consensus in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
specifically, state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norms and principles stemming
from sovereignty — applies to the use of ICTs by States. However, many
issues surrounding sovereignty, such as the normative status of sovereignty or
setting the threshold of a violation of sovereignty, remain unresolved.
Recently, there have been notable statements of the UK and the US regarding
the normative status of sovereignty in the application to cyberspace. The
normative status of sovereignty sets a baseline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activities carried out in or through cyberspace. If sovereignty is not a binding
rule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legally allowed to carry out malicious cyber
operations below the level of an unlawful intervention or prohibited use of
force. Accordingly, at the national level, we need to discuss the permitted
level of malicious cyber operations and set our own standard in light of the
jurisprudence on sovereignty under international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positions of states which have stated
sovereignty over cyberspace and offer suggestions for the cyber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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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석재왕 (건국대학교)
홍윤근 (건국대학교)

1. 서 론
2. 재난의 개념과 연구방법
3. 북한의 재난발생 현황 및 관리체계
4.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 실태
5. 결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동적이며 보이지도 않는 위험과 재난이 일상화된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된다.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위험사회적
요소 뿐 아니라 높은 위험 추구, 긴급구조체계의 미비, 관료의 부패, 체제
와 이념의 경직성, 국가주도의 돌진적 성과추구 경향 등 전근대적 요인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현상은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주민의 이탈과 이들의
한국 및 국제사회로 유입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수용국가들의 안보⋅경제⋅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 갈등과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대
리변수로 탈북민들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북한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주민들은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홍수, 가뭄, 태풍, 폭설, 지진화산 등
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전염병, 산불,
도로철도 사고, 건물붕괴 등 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
해야 할 분야로 식량⋅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제시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성, 연령, 직업, 학력, 북한이탈 시기 등에 따른 재난 단계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업과 학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과 북
한이탈 시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의 재난안전 취약성 평가 및 북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
순위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북지원 정책 수립에 일
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북한, 탈북민, 재난, 재난관리, 재난인식

1. 서 론

1)

울리히 백(Ullich Beck)은 현대사회는 위험과 재난이 일상화된‘위험사회
(risk society)’로 규정한 바 있다.1)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위험사회적 특성 뿐
아니라 높은 위험 추구, 긴급구조체계의 미비, 관료의 부패, 체제와 이념의 경
직성, 국가주도의 돌진적 성과추구 경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북한 사회를 위험
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원인과 양상은 복합적이면서 이중
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 과정에서 양산되고 있는 재난과
전근대 사회에서 보여주는 안전 불감증과 같은 위험추구 경향에 의해 재난이 발
생하고 있다.
북한은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2) 자연재난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는 피해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볼 때
다른 국가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이 같은 사실은 90년대 중반 이른바‘고난의
행군’시기 자연재해로 인한 아사자와 탈북주민들이 속출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북한 주민의 탈북과 이들의 한국 및 국제사회로 유입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 약
화를 초래하는 한편, 수용국가들의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과 갈등을 야기
시켜 왔다.
북한 재난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미비한 수
준이다. 주로 북한 자연재해 발생 현황 및 북한의 재난관리 법체계, 일반적인
수준의 남북 협력방안 등을 소개하거나 논의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북한주민의 재난과 재난관리 인식
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
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집단의 표본추출은 북한지역에 대한 접
근이 불가한 관계로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대리변수
* 본 논문은 홍윤근의 박사학위 논문(2020. 2, 건국대)을 수정⋅보완하였음.
1) 임현진⋅정일진 옮김, 앤소니 기든스⋅울리히 백⋅스콧 래쉬, 뺷성찰적 근대화뺸(서울: 한울,
1998), p.27.
2) https://www.voakorea(검색일: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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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을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실시하였다.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
민 146명을 대상으로 재난 유형별 위협 우선순위와 재난발생 시 요구되는 지원
항목들을 분석하였다.3) 그리고 성별, 직업별, 거주지 및 북한 이탈시기별로 재
난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본수가 적어 설문조
사 대상자들이 북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표현의 자
유가 엄격하게 통제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
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설문조사의 표본과 응답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과거의 재연재난 관련 홍수, 가뭄, 태풍, 폭설, 지진화산 등
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거의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전염병, 산불,
도로철도 사고, 건물붕괴 등 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북한에서 발
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연 및 사회 재난도 이와 유사한 순위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응답이 나온 배경에는 북한의 재난예방 및 복구역량에 대한 불신이 자
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주민들은 재난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분야는 식량⋅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연구는 북한의 재난관리체계 개선과 효율적인 대북지
원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을 기술
하고 제2장에서 재난의 개념과 유형, 재난관리 단계,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북한지역의 재난발생현황과 북한의 재난관리 법체계 및 기구에 대
해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피해규모별 재난유형, 향후 재난 위협유형, 지원분
야 우선순위와 재난관리 단계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간 인식의 차이 등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정책적 함
의를 제시하였다.

3) 본 설문은 서울, 경기지역의 탈북민 단체, 탈북민 정착지원시설, 종교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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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의 개념과 연구방법
가. 재난과 재난관리
재난(disater)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기
존의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년 11월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에 따르면“재난이란 사회 기능의 극심한 혼란과 자연 혹은 인간 활동으
로 인해 인간의 생명⋅건강⋅재산 또는 환경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위협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된다.4) 유엔 국제재난경감전략기구(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는 재난을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으로 구분하면서“자연적 요인과 인간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
는 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
대부분의 학자들도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프리츠(C. Fritz, 1961)는
“재난은 한 사회, 혹은 비교적 자기충족적 하위범주에서 특정시간과 공간에 집
중된 사건으로 구성원의 인명이나 사회구조에 손실을 입혀 사회의 핵심적 기능
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6) 또한 터너(B. Turner,
1978)는 “사전의 경고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누적된 위험요인들
이 일시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사회의 하위체계의 존속
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개념화하고 있다.7)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3월 26일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 재난의 유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하여 다음의 [표 2-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8)
4) http://www.ifrc.org/docs(검색일: 2020.1.10).
5) http://www.unisdr.org/we/inform/publications(검색일: 2020.1.11).
6) Fritz C.E.,“Disaster In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in IR Merton and R
Nisbet(Eds),(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1), pp.651-694.
7) Turner. B. A., Man made Disaster(London: Wykeham Publications, 1978).
8) https://www.lawnb.com(검색일: 2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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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재난유형의 구분
구분

내 용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

자연

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

재난

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
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회

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이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보면“재난은 사람과 인프라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광범
위한 손실을 야기하는 사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재난의 피해규모가 광범위하
다는 점에서“재난에 대한 반응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지만 영향력의 범위가 크
지 않은 소규모 사건”을 의미하는 비상사태(emergency)와는 구분된다.9) 또한
“사건의 전환점이나 단기간 내 중대한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위기(crisis)나“해
로운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위험(risk)과도 구분된다.10) 북한의 경우
재난을 대규모 피해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어떤 원인에 의해서 입는 재해나
겪는 고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1)‘자연재해’대신‘자연피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12)
재난관리 단계는 일반적으로 재난발생의 시점을 기준으로 재난발생 이전의
단계인 예방 및 대비 단계와 재난발생 이후의 대응 및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는
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3)
9) Willam L. Waugh Jr. & Kathleen Tierney,“Emergency Management,” (Washington.
D.C.: ICMA press, 2007), p.144.
10) 정지범 편저, 뺷국가 종합위기관리뺸(서울:법문사, 2009), p.21.
11) 북한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뺷조선말대사전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p.1089.
12) 강택구 외, 뺷통일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구축과 남북협력 방안(Ⅰ)뺸(서
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6), p.8.
13) Petak W. J.,“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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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방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위기요인을 제거하거나 감
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
한다. 즉 장래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대표적인 것
으로는 재해 영향의 예측과 평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법규 제정, 강제적인 규제 방안의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대비단
계는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교육⋅훈련
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 대응할 수 있도록 태
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중요 자원들을 확인하
고 지역 내외에 있는 대응기관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며 위기의 손실을 줄이고
생명을 보호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교육 훈련시키고 대응수단을 발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셋째, 대응단계는 재난 발생 직후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
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재난 피해자의 보호와 구
급조치, 피해상황 확인 및 긴급 복구, 구호물품 보급, 인명 탐색구조와 응급치
료, 재난 피해자 수용시설의 확보, 응급 복구계획 수립 등이 있다. 넷째, 복구단
계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이다. 구체적인 복구 활동에는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과 복구의 우선순위 결정,
복구 장비 및 복구 예산확보 방안 마련, 복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조,
피해상황의 집계, 국가보조금 지금 및 보상, 재난발생 원인 및 문제점 조사, 개
선안의 마련 및 유사 재난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있다.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활동수단을 정리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Administration Review,Vol.45, No.3(198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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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활동 수단14)
구분

주요 활동수단
당국의 재난위험성 인식 및 예방활동
각종시설 및 재난유형과 취약요인 분석

예 방

재난기준 검토 및 정비

(mitigation/

재난안전법규, 관련법령 및 조례 개선

prevention)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위험지도 제작
재난재해 보험제도 구비 등
당국의 주민안전 교육 및 훈련
조기경보체제 구축

대 비
(preparedness)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 통신 및 비상방송시스템 구축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대응조직(기구) 및 인력 관리
재해보험 가입
중요자원의 관리 등
총괄지시, 통제⋅조정체계
비상방송 경보 시스템 가동
대책본부 및 긴급 구조 통제단 구성

대 응
(response)

긴급 의료지원 및 응급의료소 운영
구호물품 보급(식량⋅의류⋅물 등)
인명수색과 구조활동
장비 및 설비 투입
재난 상황정보 수집 및 분석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등
이재민 임시 거주지 마련
핵심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복구
잔해물 및 장애물 제거

복 구
(recovery)

국가보조금 지원 및 보상
보험금 지급 및 피해규모 평가
장기적 원상 복구
복구 예산 확보
대응계획⋅결과 평가 및 수정 등

14) 채 진, 뺷재난관리론뺸(파주: 동화기술, 2019), pp.108-110 ; 이종열 외, 뺷재난관리론뺸(서울:
대영문화사, 2014), pp.24-31 ; 송창영, 뺷재난안전 A to Z뺸(서울: 기문당, 2014),
pp.25-26.

122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1호(통권77호)

나.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 방식과 함께 탈북민을 대상으
로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방법으로 국내
외 학술 저널, 학위 논문 및 인터넷 공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자료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발간한 법령집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3단계 설문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는 탈북민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북한 지
역에서 거주지역별, 직업별, 학력별, 탈북시기별 6문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
다. 둘째, 북한의 자연재난 6개 유형(홍수, 가뭄, 태풍, 폭설, 지진화산, 황사)과
사회재난 6개 유형(산불, 화재, 폭발, 건물붕괴, 도로철도 사고, 전염병 혹은 가
축전염병,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순위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①
과거 심각하게 피해를 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 ② 향후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 발생 시 위협 우선순위, ③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식량⋅의약품⋅의
복 등 구호품, 주택⋅도로⋅건물 등 피해지역 복구, 트라우마 등 재난 심리치
료), ④ 재난관리 4단계 가운데 미흡한 순위에 대해 묻는 질문을 실시하였다.
셋째, 북한지역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중요도(Required Competence Level,미래의 필요수준)”와 “북한의 현재수준
(Present Competence)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재난 관리 4단계별로 설문
을 실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식적 요인에 해당하는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 재난관리 단계별로 중요도와 현재수준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별로 인식
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도 조사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엑셀 코딩(coding)을 거쳐 통계프로그램(SPSS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탈북민 개개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분포와 북한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빈
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재난관리 단계별 각 항목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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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평균비교분석으로 독립표본
t-test 및 ANOVA와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Scheffe)을 실
시하였다.

3. 북한의 재난발생 현황 및 관리체계
가.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현황
북한지역에서 대규모의 재난피해는 사회재난 보다는 자연재난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먼저 자연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재난역학연구
센터(The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15)
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자연재난 총 17건 가운데 홍수(큰물)
가 10건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였고 태풍 5건, 가뭄(가물) 2건 순이었다. 김정은
이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북한 정권의 최고지도자로 집권한 이후 2015년 나
선시 홍수와 2016년 8월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태풍 등 2차례 자연재난이 발생
하여 대규모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하였다.16)
다음으로 사회재난은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총12건으로 1980년 열차 폭
발사고, 1990년대 미사일공장 폭발 및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등이 있다.17) 사망자 피해규모면에서 볼 때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
발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차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 사고로 약 1,5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의료와 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15)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재난역학연구센터(CRED)는 세계보건기구와 벨기에1988년에 EMDAT (Emergency Events Database)를 출범시켰는데 주된 목적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
서 인도적 조치를 평가하고 달성을 지원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재해 대비를 위한 의사결정
을 합리화하고 취약성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16) 2015년 8월 나선시 홍수로 4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2016년 8월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태풍
‘라이언록’영향으로 138명이 사망하고 14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https://www.voakorea. com/korea /korea-social-issues(검색일: 2020.1.12).
17) 노영선 외,“북한 재난의 역학.” 뺷대한응급의학회 추계확술대회뺸(2018),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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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가 어렵게 되자 북한은 사고 발생 사실과 원인을 신속히 발표하고 이례적으
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구호를 요청하였다.18) 가장 최근의 사회재난으로는
2014년 5월 4일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동 23층 충복아파트 붕괴사고를 들 수 있
는데, 당시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난한 후에 발표하였다.19)
한편, 감염병에 대한 위험도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2016년 세계결핵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북한 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000명이었으며 결핵 환자는 14
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20)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말라리아 퇴
치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1,100만 명이 말라리아 유행지역(황해도, 강원
도 등)에 거주하고 있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매년 1만 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
자가 발생하고 있다.21) 이외에도 SARS, 신종플루, 조류독감, 구제역, ASF 등
전염병 및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세계동물보건기
구(Office International des Apizooties: OIE)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
여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했다고 발표하
였다.22)
북한 지역에서 각종 재난의 발생현황을 보면 재난대응체계가 미흡한 가운데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재산상, 인명 피해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도 재난유
형에 상관없이 대규모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후술할 재난관리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
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8) 신호준 외,“북한의 재난발생에 따른 남한의 대응에 관한 기초 연구.” 뺷한국방재학회논문집뺸
제14권, 제5호(2010), p.167.
19)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1917010(검색일: 2020.1.12).
20) 임예준 외,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뺷통일연구원뺸(2017), p.40.
21) 임예준 외, 위의 책, p.41.
22) http://www.dt.co.kr=naver(검색일: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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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의 재난관리 법체계 및 기구
북한의 재난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로는 201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로 제정된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이 있다.23)
동 법은 총6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 재난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
항, 제2장은 재해방지계획 작성⋅승인⋅변경, 제3장은 재해성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제4장은 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공급, 제5장은 재해구조 및 복구,
제6장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
한도 우리와 동일하게 재난관리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24)
이외 각 분야별 법규로 소방법, 지진⋅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물자원법, 방
사성오염방지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재난관련 법률은 초기에는 사안별로 당 결정
문 형식으로 발표되다가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면서 법률간 중복 또는 상충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분야별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고 있다.25)
북한은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에서 재해방지계획의 작성⋅승인⋅변
경⋅지시집행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6) 재해방지계획을 전국
과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재해방지계획은 국가계획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도(직할시)⋅시(구역) 및 군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산림, 도로, 전력, 철도와 같은
부분별 재해방지계획은 해당 중앙기관이 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
해방지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지시집행 등 구체적인 사항의 이행은 국가비상설
재해방지위원회 또는 해당 재해방지대책위원회의 지시에 의거 수행하고 있
23) 국가정보원, 뺷북한법령집 하뺸(2017), pp.231-243.
24) 예방과 관련된 조항은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동 법 제2장(재해방지계획)과 제4조 1항(사
전방지 대책 수립)에, 대비와 관련된 조항은 제4조 2항(경보체계), 제3장(재해성 자연현상
관측과 경보), 제4장(재해방지물자의 조성과 공급)에, 대응과 관련된 조항은 제5조(긴급동
원)와 제5장(재해구조)에, 복구와 관련된 조항은 제3조(복구우선순위), 제5조(즉시적인 복
구)와 제5장(복구)에 각각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5) 신호준 외, “북한의 재난발생에 따른 남한의 대응에 관한 기초연구.” 뺷한국방재협회논문집뺸
제14권, 제5호(2014), pp.165-171.
26)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하｣(2017), p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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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즉 북한의 재난관련 총괄조정 기구는 비상설기구인 국가비상설재해방지
대책위원회이며 산하에 비상설기구인 부문별 재해대책방지위원회와 도(직할
시), 시(구역), 군 단위의 지방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28) 실례로
북한 노동신문은 2019년 9월 6일 제13호 태풍‘링링(Lingling)’의 북상에 대비해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하여“국가비상설재해방
지대책위원회와 인민무력성 책임일군들이 태풍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협동작전
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하며 모든 단위들에서 장악보고체계를 정
연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시하였음을 보도하였다.29)
북한은 재해를 형태와 규모, 피해 정도, 피해 범위에 따라 특급재해, 1급 재
해, 2급 재해, 3급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 기준은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
책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30) 북한의 재해구조 및 복구사업은 재해 규모에
따라 나누어진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중
요지역과 대상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는 중
앙긴급구조 및 복구연합지휘부를 구성하고 그 지휘에 따라 국가적인 역량을 동
원하여 재해구조 및 복구활동을 수행한다. 1급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명백한 경우 도(직할시) 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부분별 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리고 2급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구역), 군 재해방지대책위원
회가 진행하며 3급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역량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북한의 재난관리 기구도는 다음의 [그림 3-1]와 같다.31)

27) 위의 책, p.233.
28) 위의 책, pp.239-241.
29) http://www.tongilnews.com(검색일: 2020.1.11), 국가비상설재해대책위원회의 인적구
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30) 위의 책, p.231.
31) 위의 책, pp.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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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북한의 재난관리 기구도
조정 기구
특급 재해발생시

비상설
실무보장

국가비상설 재해방지 대책위원회
중앙 재해방지 사업지도 기관

1급⋅2급⋅3급 재해 발생시
비상설
실무보장

부문별 재해방지 대책위원회
해당부분 중앙기관

비상설
실무보장

농업, 산림, 강하천, 도로, 보건,
부문별

도시경영, 건설, 전력, 채취, 교통
운수, 인민보안, 화학공업, 체신

지방 재해방지 대책위원회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도 (직할시)
지방

: 1급 재해

시 (구역) 군 : 2급 재해
기관, 기업소, 단체 : 3급 재해

한편, 북한은 재난방지대책 관련 대외적인 접촉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월 적십자회법32)을 제정하고 적십자회를 설립하였다. 적십자회는 인
도주의와 관련한 법규를 보급하고 국제 적십자단체들과의 교류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구호활동에 대한 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2014년 이후에야 재난관리에 대한 명목적인
기본법체계를 갖추게 되었지만 만성적인 경제난, 긴급구조 체계 미비, 보건 및
의료체계 부실, 재난 전문인력 부족, 관료들의 인식부족과 부패 등으로 인해 재
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재난관리체계가 북
한 주민들의 재난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긴급구조체계 미비와 관료들의 안전인식 미흡은 주민 대상 안전교육이
부재하거나 교육을 실시한다하더라도 현실과 부합된 교육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은 너무도 자명하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정보 차단과 교육부재로
안전관련 지식의 습득이 어려운데다 전통적인 안전 불감증과 몰이해로 인해 후
진적인 안전불감증과 안전인식의 결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32) 앞의 책, pp.67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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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북한 정권은 내부 정보흐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과 소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안전
보다는 체제 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만큼 북한의 재난상황과 주민들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은폐해 왔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재난유형별 교육이
나 성별 교육과 같은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
에 없다.

4.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 실태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의 재난과 재난관리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탈북민들을
대리변수로 재난 유형별 위협 우선순위와 재난발생 시 요구되는 지원 항목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표본의 구성
국내 거주 탈북민 응답자(146명)의 특성을 보면 아래 [표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응답자가 66명(45.2%), 여성 응답자가 80명(54.8%)으로 여성 비율
이 남성에 비해 약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20세 이하가 7
명(4.8%), 21세∼30세 22명(15.1%), 31세∼40세 34명(23.3%), 41세∼50세 50
명(34.2%), 51세∼60세 29명(19.9%), 61세 이상 4명(2.7%) 순으로 나타났으며
41세∼50세가 가장 많고 61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북한 거주 시 직업은 노동자 59명(40.4%), 예술 체육 11명(7.5%),
당⋅행정⋅교육기관 등 국가기관 18명(12.3%), 군인 10명(6.8%), 아동⋅학생
14명(9.6%), 무직⋅기타 34명(23.3%)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북한 거주시 지역은 평양시가 15명(10.3%),평안도 22명(15.1%), 황해도 12명
(8.2%), 강원도 6명(4.1%), 함경도 68명(46.6%), 자강도 5명(3.4%), 양강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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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2.3%) 순으로 나타났는데, 함경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고졸 이하가 92명(63%), 전문학교(2~3년) 졸업 22명(15.1%), 대학교 졸
업 26명(17.8%), 대학원 이상 6명(4.1%) 순으로 고졸이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북한이탈시기 별로는 김일성 시기(1995년 이전) 5명(3.4%), 김정일 시기
(1995년∼2011년간) 84명(57.5%), 김정은 시기(2012년 이후) 57명(39%) 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해보면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김정일 시기에 함
경도에서 거주한 40∼60대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 대상 탈북민 분포도
변인

성별

연령대

66

45.2

여자

80

54.8

합계

146

100.0

20세 이하

7

4.8

21세∼30세

22

15.1

31세∼40세

34

23.3

41세∼50세

50

34.2

51세∼60세

29

19.9

4

2.7

146

100.0

농업⋅공업⋅축산업 등 노동자

59

40.4

봉사⋅예술 체육

11

7.5

당⋅행정⋅교육기관 등 국가기관

18

12.3

군인

10

6.8

아동⋅학생

14

9.6

무직, 기타

34

23.3

146

100.0

평양시

15

10.3

평안도

22

15.1

황해도

12

8.2

합계

직업

합계
북한거주시
지역

백분율(%)

남자

61세 이상

북한거주시

빈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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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명)

강원도

6

4.1

함경도

68

46.6

자강도

5

3.4

양강도

18

12.3

146

100.0

고졸 이하

92

63.0

전문학교(2∼3년) 졸업

22

15.1

대학교 졸업

26

17.8

대학원 이상

6

4.1

146

100.0

5

3.4

김정일 시대: 1995년∼2011년

84

57.5

김정은 시대: 2012년 이후

57

39.0

146

100.0

합계

학력

합계
김일성 시대: 1995년 이전
북한이탈시기

백분율(%)

합계

나. 재난 유형별 인식
(1) 과거 피해규모별 재난 유형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 재난유형을 묻는
설문에 대해 탈북민들의 응답은 아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수 81명
(55.5%), 가뭄 45명(30.8%), 태풍 11명(7.5%), 폭설 5명(3.4%), 지진화산 2명
(1.4%)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지역 자연재난에 대한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33) 홍수, 가뭄, 태풍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계시설 미비나 산림 남벌과 같은 인위적 요
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에서 과거 발생한 사회재난 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전염병 혹은 가축전염병 47명(32.2%),
33) 임예준⋅이규창, 뺷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뺸(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35-38.; 박소
연⋅김백조⋅안숙희,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및 특성,” 뺷한국방재학회논문집뺸, 제10권, 제3
호(2010), pp.22-24. 이들 논문들의 연구결과,1980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자
연재해 가운데 홍수와 태풍이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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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35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의 경우 농업국가인 북한의 후진적인
방역예방 및 복구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불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연
료채취나 개간으로 인해 재난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타 도로 철
도사고 30명(20.5%), 건물붕괴 14명(9.6%), 화재 12명(8.2%) 등 순서로 나타났
는데 이는 노후화된 시설과 안전불감증과 같은 후진국형 재난 유발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34)
[표 4-2] 피해 규모별 재난 유형
구분

빈도(명)

백분율(%)

홍수(큰물)

81

55.5

가뭄(가물)

45

30.8

태풍

11

7.5

폭설

5

3.4

지진화산

2

1.4

황사

2

1.4

전체

146

100

전염병 혹은 가축전염병

47

32.2

산불

35

24

도로 철도사고

30

20.5

가장 심각한 피해를

건물 붕괴

14

9.6

준 사회재난

화재

12

8.2

폭발

7

4.8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 자연재난

미세먼지

1

0.7

전체

146

100

(2) 향후 재난위협 유형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연재난은 아래 [표 4-3]과 같이 홍수 83명
(56.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가뭄 41명(28.1%), 태풍 14명
(9.6%), 지진화산 3명(2.1%), 황사 3명(2.1%), 폭설 2명(1.4%) 순으로 나타났
34) https://nkinfo.unikorea.go.kr(검색일: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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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홍수가 현재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경제력과 재난관리 체계 및 능력을 고
려해볼 때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사회재난의 경우 전염병 혹은 가축전염병 61명(41.8%), 도로⋅철도사
고 31명(21.2%), 산불 20명(13.7%), 건물 붕괴 15명(10.3%), 화재 10명(6.8%),
폭발 6명(4.1%), 미세먼지 3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순위는 폭발사
고가 최우선 순위를 보인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 주목된다.35) 이는 과거
북한당국이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전염병이나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해온데다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전염병에 대해 북한 주
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제 가장 큰 피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다음으로 도로 철도사고 31명(21.2%), 산불 20명(13.7%) 순으로 과거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의 빈도(표 4-2 참조)와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인프라의 개선 가능성이 산불 방지보다 어렵다고 판단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
변인

자연재난 유형

사회재난 유형

빈도(명)

백분율(%)

홍수(큰물)

83

56.8

가뭄(가물)

41

28.1

태풍

14

9.6

지진화산

3

2.1

황사

3

2.1

폭설

2

1.4

전체

146

100

전염병 혹은 가축전염병

61

41.8

도로 철도사고

31

21.2

산불

20

13.7

건물 붕괴

15

10.3

35) 노영선 외 8명,“북한 재난의 역학,” 뺷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초록집뺸, 제2호(2018),
pp.56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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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명)

백분율(%)

화재

10

6.8

폭발

6

4.1

미세먼지

3

2.1

전체

146

100

(3) 지원 분야 우선순위
북한 재난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아래 [표 4-4]와 같이
나타내 식량⋅의약품⋅의복 등 생필품에 대한 응답자가 112명(76.7%), 도로⋅건
물 등 피해지역 복구 19명(13%), 주택 등 임시거소 마련 14명(9.6%), 트라우마
등 재난심리치료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생필품과 의약품 지원에 대한 요
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당연한 요구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36) 북한 내 재난발생시 대북지원 우선순
위는 재난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홍수⋅가뭄 등 자연재난 발생의
경우 대응단계에서는 식량⋅의복 등 생필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중
장기적으로는 주택 등 피해지역의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전염병
과 가축전염병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의약품⋅의료장비 및 의료서비스 전산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와 함
께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와 위생환경을 감안해볼 때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
성 질병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할 것이다.
실제 북한은 3월 13일 외국인 221명에 대해 격리를 해제했으며 3월 13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ovel Coronavirus-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격리했던 외
국인 70여 명에 대해 추가 해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13일 “격리되었던 외국인들과 외국출장자, 접촉자들 등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
에 대한 해제사업이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시에 따라 집행되고 있
다”고 보도했다.37)
36) 강경일, 뺷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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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북한의 조치는 비록 북한이 지구상 가장 폐쇄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월경(越境)과 탈북(脫北)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한 북한 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
고 있다.
[표 4-4] 지원 분야 우선순위

지원 우선 순위

변인
식량⋅의약품⋅의복등 구호품
도로⋅건물 등 피해지역 복구
주택 등 임시거소 마련
트라우마 등 재난심리치료
전체

빈도(명)
112
19
14
1
146

퍼센트(%)
76.7
13.0
9.6
0.7
100

(4) 재난관리 단계별 평가
재난관리 단계별 평가와 관련하여 61명(41.8%)이 예방단계가 가장 미흡한 것
으로 인식한 가운데 대비단계 30명(20.5%),복구단계 29명(19.9%),대응단계 26
명(17.8%) 순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의 재난관리 단계 가운데 예방단계에 대한
미흡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북한 당국이 사전 교육과 법체계를 통한
예방적인 노력보다는 임기응변적인 사후 대응책 마련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응답은 북한의 재난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대응이나 복구단계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보
다 효과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4-5] 재난관리 단계 평가
변인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미흡한 수준
전체

빈도(명)
61
30
26
29
146

퍼센트(%)
41.8
20.5
17.8
19.9
100

37) https://www.yna.co.kr/view(검색일: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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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학적 특성 간 인식 차이
(1) 성별 간
재난관리 단계별로 중요도(미래수준)과 현재수준에 대해 t값이 모두 1.96이
하(p>0.05)로 탈북민의 성별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남녀 공히 북한의 재난관리에 있어서 바람직한 재난관리 수준과 현재수준간의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재난관리 단계별로 남녀 간에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이 부재한 결과, 성별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로 여성이 남성
에 종속된 결과 독립적인 사고체계를 갖지 못한 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 발생 시 남녀 간에 상이한 대응과 역할에 대한 교
육이 진행되었더라면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성별 간 인식 차이
구분

성별

N

M

SD

예방단계

남자

66

5.600

1.142

중요도
예방단계

여자

80

5.587

1.225

남자

66

3.010

1.266

현재수준
대비단계

여자

80

2.829

1.165

남자

66

5.601

1.145

중요도

여자

80

5.632

1.137

대비단계

남자

66

2.854

1.388

현재수준
대응단계

여자

80

2.904

1.236

남자

66

5.644

1.225

여자

80

5.763

1.036

중요도
대응단계

남자

66

3.121

1.416

현재수준

여자

80

3.058

1.222

복구단계

남자

66

5.748

1.145

중요도
복구단계

여자

80

5.768

1.034

남자

66

2.736

1.194

현재수준

여자

80

2.634

1.09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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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

.067

.946

.900

.370

-.162

.872

-.233

.816

-.637

.525

.292

.771

-.105

.916

.538

.592

(2) 연령대 간
연령대 간에 북한재난의 단계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예방단계에서의 현재
수준 F값이 4.656(p<.01)로서 연령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31세∼40세가 41세∼50세, 51세∼60세 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비단계 현재수준의 F값이 4.804(p<.001), 대
응단계 현재수준의 F값이 5.163(p<.001),

대응단계 현재수준의 F값이

5.163(p<.001)로 각각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 31
세∼40세가 41세∼50세, 51세∼60세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31세∼40세의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바람직한 재난관리
체계와 현재 재난관리체계 간에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1980∼1990년대에 출생한 탈북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됨
에 따라 북한 재난체계에 대한 비교안목을 갖게 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7] 연령대 간 인식 차이
구분

예방단계
중요도

연령대

N

20세 이하

7

5.076 1.130

21세∼30세

22

5.106 1.463

34

5.365 1.192

41세∼50세

50

5.865 1.209

51세∼60세

29

5.811 0.778

4

6.117 0.342

합계
20세 이하

현재수준

SD

31세∼40세

61세 이상

예방단계

M

F

p

2.236

.054

4.656

.001**

Scheffe

146 5.593 1.185
7

3.067 1.564

21세∼30세

22

3.124 1.376

31세∼40세

34

3.575 1.462

41세∼50세

50

2.484 0.805

51세∼60세

29

2.576 0.875

61세 이상

4

3.583 1.179

합계

146

2.911

c>d,e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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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비단계
중요도

대비단계
현재수준

대응단계
중요도

연령대

현재수준

중요도

SD

20세 이하

7

5.219 0.971

22

5.276 1.316

31세∼40세

34

5.351

41세∼50세

50

5.855 1.144

51세∼60세

29

5.784 0.954

61세 이상

4

6.300 0.394
5.618

F

p

1.842

.108

4.804

.000***

2.409

.040*

5.163

.000***

.914

.474

Scheffe

1.153

합계

146

20세 이하

7

3.248 1.842

21세∼30세

22

3.248 1.432

1.137

31세∼40세

34

3.500 1.605

41세∼50세

50

2.408 0.851

51세∼60세

29

2.480 0.915

61세 이상

4

3.783 0.945

합계

146

2.881 1.303

20세 이하

7

4.957 1.267

21세∼30세

22

5.295

31세∼40세

34

5.540 1.082

41세∼50세

50

5.918

51세∼60세

29

5.947 1.037

61세 이상

4

6.413 0.433

c>d

1.171
1.113

146 5.709 1.123

20세 이하

7

3.486 1.599

21세∼30세

22

3.373 1.474

31세∼40세

34

3.790 1.581

41세∼50세

50

2.626 0.841

51세∼60세

29

2.634 0.905

61세 이상

4

3.863 1.703

합계

복구단계

M

21세∼30세

합계

대응단계

N

146 3.086 1.309

20세 이하

7

5.448 1.185

21세∼30세

22

5.433 1.267

31세∼40세

34

5.804 0.827

41세∼50세

50

5.767 1.146

51세∼60세

29

5.933 1.103

61세 이상

4

6.350 0.612

합계

146

5.759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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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

구분

복구단계
현재수준

연령대

N

M

SD

20세 이하

7

3.000 0.999

21세∼30세

22

2.976 1.354

31세∼40세

34

3.212 1.320

41세∼50세

50

2.289 0.738

51세∼60세

29

2.343 0.958

61세 이상

4

3.317

합계

F

p

Scheffe

4.247

.001**

c>d

1.753

146 2.680 1.140

*p<.05 **p<.01 ***p<.001
a(20세이하), b(21세∼30세), c(31세∼40세), d(41세∼50세), e(51세∼60세), f(61세이상)

(3) 직업 간
직업 간에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는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방단계에
서 바람직한 수준의 F값이 3.378(p<.01)로서 직업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며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당⋅행정⋅교육기관 등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무직
및 기타 직업 종사자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당⋅정 및 교육기관 근무자들은 북한 내 재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예방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대비단계 바람직한 수준의 F값이 3.072(p<.05), 대응
단계 중요도의 F값이 2.615(p<.05), 복구단계 중요도의 F값이 2.465(p<.05)로
서 직업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정 결과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나머지 단계에 대한 직업별 교육이 부재하거나 인식
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직업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이 예
방 이외 재난단계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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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직업 간 인식 차이
구분

예방단계
중요도

예방단계
현재수준

대비단계
중요도

대비단계
현재수준

직업별
농업,공업,축산업 등
노동자
봉사,예술 체육
당,행정,교육기관 등
국가기관
군인
아동,학생
무직,기타
합계
농업,공업,축산업 등
노동자
봉사,예술 체육
당,행정,교육기관 등
국가기관
군인
아동,학생
무직,기타
합계
농업,공업,축산업 등
노동자
봉사,예술 체육
당,행정,교육기관 등
국가기관
군인
아동,학생
무직,기타
합계
농업,공업,축산업 등
노동자
봉사,예술 체육
당,행정,교육기관 등
국가기관
군인
아동,학생

N

M

SD

59

5.755

1.154

11

5.321

1.507

18

6.274

0.677

10
14
34
146

5.300
5.767
5.053
5.593

1.176
1.162
1.153
1.185

59

2.772

1.140

11

2.333

0.551

18

2.772

0.756

10
14
34
146

3.220
2.957
3.302
2.911

1.571
1.551
1.345
1.211

59

5.817

1.038

11

5.358

1.636

18

6.122

0.840

10
14
34
146

5.340
5.819
5.088
5.618

1.163
1.179
1.067
1.137

59

2.721

1.159

11

2.127

0.530

18

2.456

0.737

10
14

3.460
3.071

1.580
1.548

무직,기타

34

3.380

1.548

합계

146

2.88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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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Scheffe

3.378

.007**

c>f

1.578

.170

3.072

.012*

2.937

.015*

구분

직업별
N
M
SD
F
p
Scheffe
농업,공업,축산업 등
59 5.874 1.146
노동자
봉사,예술 체육
11
5.314 1.594
당,행정,교육기관 등
대응단계
18
6.258 0.800
2.615
.027*
국가기관
중요도
군인
10
5.535 0.946
아동,학생
14 5.804 1.122
무직,기타
34 5.274 0.961
합계
146 5.709 1.123
농업,공업,축산업 등
59
2.915 1.230
노동자
봉사,예술 체육
11
2.205 0.661
당,행정,교육기관 등
대응단계
18
2.769 0.847
3.545 .005**
국가기관
현재수준
군인
10 3.820 1.320
아동,학생
14
3.039 1.467
무직,기타
34 3.640 1.483
합계
146 3.086 1.309
농업,공업,축산업 등
59 5.870 1.160
노동자
봉사,예술 체육
11
5.218 1.714
당,행정,교육기관 등
복구단계
18
6.211 0.845
2.465
.036*
국가기관
중요도
군인
10
5.647 0.691
아동,학생
14 6.090 0.733
무직,기타
34 5.398 0.870
합계
146 5.759 1.081
농업,공업,축산업 등
59 2.496 1.125
노동자
봉사,예술 체육
11
2.097 0.490
당,행정,교육기관 등
복구단계
18
2.478 0.794
2.406 .040*
국가기관
현재수준
군인
10
3.207 1.012
아동,학생
14
2.843 1.244
무직,기타
34 3.075 1.321
합계
146 2.680 1.140
*p<.05 **p<.01 ***p<.001
a(농업,공업,축산업 등 노동자), b(봉사,예술 체육), c(당,행정,교육기관 등 국가기관),
d(군인), e(아동,학생), f(무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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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간
탈북민의 학력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대비단
계 현재수준의 F값이 3.083(p<.05)로서 학력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
후검정 결과 구체적인 학력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응단계 현재
수준에서도 F값이 2.860(p<.05)로서 학력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
검정 결과 구체적인 학력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는 탈북민들
이 북한 거주 시 학력에 따른 차등화된 재난관리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여 단
계별 중요도와 현재 수준 간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4-9] 학력 간 인식 차이
구분

예방단계
중요도

예방단계
현재수준

대비단계
중요도

대비단계
현재수준

학력별

N

M

SD

고졸 이하

92

5.479

1.236

전문학교(2∼3년) 졸업

22

5.430

1.187

대학교 졸업

26

6.067 0.969

대학원 이상

6

5.878 0.813

합계

146

5.593

고졸 이하

92

3.054 1.407

22

2.712

대학교 졸업

26

2.632 0.622

대학원 이상

6

2.644 0.699

합계

146

2.911

1.211

고졸 이하

92

5.545

1.107

전문학교(2∼3년) 졸업

22

5.373

1.272

대학교 졸업

26

6.013

1.044

대학원 이상

6

5.922 1.298

1.962

.122

1.189

.316

1.679

.174

3.083

.029*

0.852

합계

146

5.618

1.137

고졸 이하

92

3.120

1.487

전문학교(2∼3년) 졸업

22

2.418 0.820

대학교 졸업

26

2.585 0.762

대학원 이상

6

2.200 0.468

합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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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185

전문학교(2∼3년) 졸업

2.881

F

1.303

Scheffe

구분

대응단계
중요도

대응단계
현재수준

복구단계
중요도

복구단계
현재수준

학력별

N

M

SD
1.077

고졸 이하

92

5.643

전문학교(2∼3년) 졸업

22

5.484 1.252

대학교 졸업

26

6.027

1.213

대학원 이상

6

합계

146

5.709

1.123

고졸 이하

92

3.322

1.475

22

2.711

0.946

대학교 졸업

26

2.621

0.781

대학원 이상

6

2.858 0.652

합계

146

3.086 1.309

고졸 이하

92

5.783 0.973

전문학교(2∼3년) 졸업

22

5.421

대학교 졸업

26

5.887 1.269

대학원 이상

6

6.067 0.835

합계

146

5.759

1.081
1.281

고졸 이하

92

2.856

22

2.412 0.882

대학교 졸업

26

2.310 0.726

6
146

1.437

.234

2.860

.039*

1.015

.388

2.110

.102

Scheffe

1.312

전문학교(2∼3년) 졸업

합계

p

6.167 0.695

전문학교(2∼3년) 졸업

대학원 이상

F

2.578 0.565
2.680

1.140

*p<.05 **p<.01 ***p<.001

(5) 북한이탈 시기 간
재난관리 단계별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수준에 대해 탈북민의 북한이탈 시기
간에는 아래 [표 4-10]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현재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당국의 재난관리 체계나 재난관리 단
계별로 필요역량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김일성 및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주민들
이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차별성 있는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시행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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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북한 이탈시기 간 인식 차이
구분

북한이탈 시기별

N

김일성시대: 1995년 이전

5

예방단계 김정일시대: 1995년∼2011년
중요도

김정은시대: 2012년 이후
합계
김일성시대: 1995년 이전

M

SD

84

5.644

1.222

57

5.480

1.175

146 5.593

1.185

5
84

2.994

1.224

현재수준

김정은시대: 2012년 이후

57

2.811

1.233

합계

146

2.911

1.211

김일성시대: 1995년 이전

5

5.773

1.048

84

5.700

1.100

김정은시대: 2012년 이후

57

5.483 1.202

합계

146

김일성시대: 1995년 이전

5

2.800 0.826

대비단계 김정일시대: 1995년∼2011년

84

2.887

1.374

현재수준

김정은시대: 2012년 이후

57

2.881

1.243

합계

146

2.881

1.303

김일성시대: 1995년 이전

5

6.090 0.548

84

5.790 1.028

57

5.557

1.278

146 5.709

1.123

중요도

대응단계 김정일시대: 1995년∼2011년
중요도

김정은시대: 2012년 이후
합계
김일성시대: 1995년 이전

5

5.618

3.126

현재수준

57

3.038 1.285

합계
복구단계 김정일시대: 1995년∼2011년
중요도

김정은시대: 2012년 이후
합계
김일성시대: 1995년 이전

1.366

5

6.013

.599

.663

.517

.010

.990

1.027

.361

.092

.912

.260

.772

.170

.844

0.714

84

5.787 0.979

57

5.696 1.249

146 5.759
5

1.081

2.400 0.735

84

2.704

1.150

현재수준

57

2.670

1.165

146 2.680

1.140

합계

.515

146 3.086 1.309

복구단계 김정일시대: 1995년∼2011년
김정은시대: 2012년 이후

.522

2.980 0.427

84

김일성시대: 1995년 이전

.652

1.137

대응단계 김정일시대: 1995년∼2011년
김정은시대: 2012년 이후

p

2.640 0.646

예방단계 김정일시대: 1995년∼2011년

대비단계 김정일시대: 1995년∼2011년

F

6.013 0.35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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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5. 결 론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 Wuhan)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북한은 외국인들을 격리하거나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가장 폐쇄적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염병의 확산
과 공포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
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북한지역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
해 탈북민들을 대리변수로 북한주민의 재난 안전과 위험에 관한 인식 차이를 실
증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자연재난 관련 북한주민들은 홍수, 가뭄, 태풍, 폭설, 지진화산 등
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전염병, 산불, 도로
철도 사고, 건물붕괴 등 순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북한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의 유형도 이와 유사한 인식순위를 보여주
었으며 재난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식량⋅의약품⋅의복
등 구호물품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성별과 북한이탈 시기 간에는 재난관리 단계별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남녀 성별이나 북한 정권별 이탈 시기는
탈북민들의 재난관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간
또는 정권별 특성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유포된 위험추구 경향, 차등화된 교육
체계의 부재, 재난 및 재난관리 개념의 부재, 북한 당국의 재난관리 체계의 미
비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연령, 직업, 학력 및 출신지역 간에는 유의미한 차별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연령 면에서 보면 31세~40세가 이후 연령대보다 보다 차
이점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 1990년대 사이에 출생한 이들
이 비교안목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직업면에서 당⋅정 및 교육기관원들이
예방단계에서 무직자들 보다 많은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재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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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보와 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리고 학력 및 출신지역면에서는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정
보접근이 제한된 만큼 구체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지역의 재난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현재는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
한 재난인식 및 향후 대응 전략 등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
미가 있다. 둘째, 북한 재난의 특징과 재난 위협 순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
에서 가치가 있다. 비록 탈북민들을 매개로 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한계는 있지
만, 북한주민들이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재난유형과 재난 발생 시 지원 요구 항
목을 확인 할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좋든 싫든 북한 주민들은 통일과 대
화의 상대임을 고려해볼 때 그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나 국제
사회가 대북 지원 시 대응역량 제고와 효과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한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북한의 재난안전 취약성 평가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재난분야 남북협력 모색을 위한 중장기 대북정책 수립 등의 분야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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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orth Koreans’ Perception of
Disaster and Disaster Management
Seok, Jae Wang (Konkuk University)
Hong, Yun Geun (Konkuk University)

Today, modern society is defined as a‘risk society’where automatic and
invisible dangers and disasters are commonplace.
In the case of North Korea, not only these risk-social factors, but also a
combination of pre-modern factors such as the pursuit of high risks, the lack
of emergency rescue systems, corruption of bureaucrats, rigidity of systems
and ideologies, and the tendency of the state to rush toward performance are
putting North Korean society at risk.
The damage to North Korea from disasters and the resulting exodus of its
people are very important on a security and economic level. This is because
the exodus of North Koreans and their influx into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lead to a weakening of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ile causing conflicts and burdens in terms of security
and economy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 expropriated
Based on this perception of reality, this research is aimed at empirically
analyzing North Korean defectors’ awareness of disaster and disaster
management and finding effective ways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the North Korean region.
North Koreans were aware of the risks in the order of floods, droughts,
typhoons, heavy snows and earthquakes in relation to the relaunch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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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y were aware of the risks in the order of social disaste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forest fires, road accidents and building collapses. And
then, North Koreans suggested food, medicine and other relief suppli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 the North. In additio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ach stage of disaster according to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timing of North Korea’s defe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s and educational background, but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ex and the period of escpe from
North Korea. Meanwhile,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efficient aid to the North by providing basic data on assessing
the North’s vulnerability to disaster safety and determining the ranking of
assistance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Key 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disasters,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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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국제법 및 기술발전과 국제법. 최근 연구로는 “사이버 경제첩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의 한계와
미국의 대응의 시사점” 및 “최근 국가실행을 통해 비춰본 국제법상 무력 사용으로서 사이버 오퍼레
이션” 등.

석재왕
건국대 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관심은 국가정보, 정보공동체, 재난안전 관리, 국가
안보시스템 개혁, 남북관계론. 최근 연구로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체계 비교연구”(2019), “미국 국내
정보 및 방첩연구”(공저, 2020), 주요 저술로는 뺷현대 한미관계의 이해뺸(공저, 명인문화사, 2019),
뺷스파이 스쿨뺸(공역, 박영사, 2019) 등이 있음.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겸 현대한국학연구소 소장.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외교사학 박사. 현재
워싱톤 소재 HRNK의 첫 외국인 법인 이사, 런던 소재 Hong Kong Watch의 International Pa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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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NK(전 북한구원운동본부) 공동회장으로 활동. 외교부 인권대사 및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
사, 미 하바드 케네디스쿨 Senior Fellow, 일 게이오대학교 방문교수, 통일부 및 외교부 정책자문위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인도주의분과 위원장) 등 역임. 저서 “동북아 격랑의 한복판에
서” (미래한국미디어, 2016). 최근 논문은 “Drawing the Line: Combating Atrocities in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2016), “Déjà vu in South Korea? Lessons from the 1992
Philippines Withdrawal” (The Washington Quarterly, 2019).

차정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 중국사회과학원 객원연구원,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역임.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미중관계와 사이버안보
등임. 주요 연구논문과 저서는 ‘미중 사이버 군사력경쟁’(2019) ‘북중관계의 지정학’(2019), ‘중국
개혁개방 초기 국가주도의 ICT 발전전략과 정책’(2019), ‘중국특색의 사이버 안보담론과 전
략’(2018), ‘중국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2018), 뺷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뺸(공저, 2018). 뺷사이
버안보의 국가전략 3.0뺸(공저, 2019) 등이 있음.

홍윤근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건국대학교 정책학 박사, 주요관심은 북한의 재난안
전과 재난관리, 대러시아-중앙아-몽골 관계, 북한의 정보기관. 주요 저술로는 뺷러시아를 알자-러시
아&루스끼뺸(하이비젼, 2018)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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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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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용⋅연성흠
최윤미
정헌주⋅박건우⋅이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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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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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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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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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권숙도

3.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 딜레마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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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행⋅임경한

5. 일대일로(一代一路)와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 형성

이지용

6. 안보수단의 비대칭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장노순

7.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세 가지 이미지

김상훈⋅윤용석

| 겨울호 |
1. 한국의 안보위협 변화에 대한 전망

윤종준⋅백병선

2. 현대테러리즘의 진화 추세에 따른 연구접근 방법론 고찰

조용만

3. 통일 25주년 동서독 사회통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고상두

4.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정책적 시사점

고명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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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성

2.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전략 정립방향

정표수

3. 국가안보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통상법적 허용성

이상미

4. 중국공군의 현대화 추세와 동아시아 안보

이성훈

5.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김영규

| 가을호 |
1. 김정은 체제 변동 가능성과 추동 전략

김열수⋅김경규

2. 남중국해 美⋅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백병선

3. 한⋅중간 이어도 분쟁과 유형별 대응방안

고경민

4.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석재왕

5.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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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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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식⋅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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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상호⋅정맹석⋅조관행

2. 분점정부에서 미(美) 연방의회 다수당 지도부에 대한 여론

민태은

3. 중국동포정책의 통일 및 경제 측면에서의 의의

심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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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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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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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훈⋅나용우

5.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전개방향 전망

이영균⋅이범찬

6. 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7. 플랫폼모델을 통한 공공외교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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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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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보화 문제

2018

고성빈
문인철

국가안보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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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미

2.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3.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김순태
부승찬⋅박경진

4. 트럼프 행정부 FTA 정책의 탈국제정치화와 국내정치화

박진수

5.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
: 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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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회
김현경⋅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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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태은

4.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과 경제제재, 196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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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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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건
세이훈 마흐무들루⋅신상윤

4.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윤해성⋅임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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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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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진⋅김용호

3. 한국 언론의 중국 뉴스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양갑용⋅장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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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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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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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호 |
1.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장노순

2.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홍석훈

3. ‘중국 특색 국제정치이론’ 논의의 출현과 향후 전망

함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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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권

| 가을호 |
1. 신흥안보 거버넌스
: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2. 사이버 경제첩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의 한계와 미국의 대응의 시사점
3. 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
4. 북한 지도자의 호칭과 우상화에 관한 연구

윤정현
박주희
이종서⋅문인철
이흥석

| 겨울호 |
1. 북미 핵 장기갈등
: 1993.3-2018.6

장경룡

2.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오수대

3.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엄현숙

4.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허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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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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