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학문화를 심화시키기 위해

서는 정확한 정보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있어서는 먼저 국가정보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을 살펴

본다음국가정보학을연구하는학자들이정의한정보개념을검토하 다.

한국의 국가정보원법은 정보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비해, 미국은

9∙11테러를계기로국가정보제도정비를위해“2004년정보개혁및테러예방법”을제

정하 다. 동법은 국가정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정보활동 목표에“국가안전보장”

과 함께“국가이익”증진을 포함시키고, 국내∙국외라는 첩보수집 역구분을 폐지하

으며,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식 이외에 국가이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정보의 개념

에포함시켰다.   

정보의개념에관한소고

이 길 규

(성균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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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학자들은 국가정보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부분이었는데 이

것은미국의“1947년국가안전보장법”의규정에기인한것이라고생각된다. 정보기관을

운 하는근본이유가비 활동을통해가장긴요하고경쟁력있는자료를입수할수있

기때문이라는점으로고려한다면정보의개념에는반드시비 성이포함되어야한다.

기본적으로 정보는 중요한 국가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지식”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생산∙보호하기 위한“활동”도 정보 역에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경제스파이 색

출∙테러 응∙국제범죄 응과 같이 비 활동에 의하지 않으면 효율적 처가 불가능

한 새로운“활동”에 해서도 정보기관의 역할이 기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법개정

을 통해 이를 정보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정보는 단순한 지식의 차

원을넘어국가이익증진을위한국가행정조직의한“기능”이라고할수있다.

결국 국가정보란“국가기관에 의해 비 로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국익

증진과 관련이 있는 중 한 국가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거나, 중 한

국가정책수행을원활하게하기위한활동”이라고생각한다. 

정보개념, 정보, 국가정보 개념, 국가정보, 정보기관, 비 성,

국가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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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Ⅰ. 서 론

오늘날정보라는말은국가정보분야이외에경제, 통신, 공학, 컴퓨터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경 정보, 농산물 유통정

보, 정보통신사업, 전자정보교환제도, 정보공학, 정보과학 등과 같이 다양

한 용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라

는 용어의 의미 또한 다양하여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

의를내리는것은곤란한것으로생각된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 사전에서는‘정보’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있다.1) 

1.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

한지식또는그자료.

☞관광정보/생활정보/정보가 누설되다/다양한 정보가 있다/정보를 제공하다/

정보를수집하다/정보를교환하다/경찰이출동했다는정보가들어왔다/전화

를넣고보니채경으로부터엉뚱한정보가날아왔다.《홍성원, 무사와악사》

2. (군사) 일차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분석∙평가하여 얻은 적의 실정에 관한 구체

적인소식이나자료.

3. (컴퓨터) 어떤 자료나 소식을 통하여 얻는 지식이나 상태의 총량. 정보 원천에

서 발생하며 구체적 양, 즉 정보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자동화 부문이나 응용

언어학분야에서도쓰인다.

일반적으로 정보란‘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지식’을 가리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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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정보”, 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08.12.10)



말이다. 이러한 기본 의미는 국가정보 분야에도 그 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국가정보는‘국가정책 수립∙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수집∙분석된 지식’이

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이제까지 국가정보 분야에서‘정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해 상당한

의견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의 개념에 한 의견수렴이 부

족한 상태이다. 정보개념에 한 의견수렴 부족은 정보현상에 한 체계적

고찰을 곤란하게 만들고 공동 논의를 통한 학문의 심화와 교육체계 정립에

도부정적요인으로작용해왔다.2)

국내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정보의 개념을 별도로 연구한 논문은 없었으

나 국가정보 관련 단행본에서 정보란 무엇인가에 해 기술하는 경우와 다

른주제의논문에서정보의개념에 해언급하는경우가있었다. 

국내학자 가운데 정보를 지식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저서를 출판한 정순태3) 외에 김윤덕4), 문정인5), 우정6) 등이 있다. 또한 정보

는 지식인 동시에 활동과 조직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전웅7), 국가

정보포럼8), 한희원9)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의 목적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으로는 문정인, 우정이 있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라는 입장에는 전웅, 국가정보포럼, 한희원이 있으며, 국가정책 수립을 위

한 것이라는 입장에는 정순태, 김윤덕이 있다. 정보의 비 성을 특별히 부

정하는 입장은 없으나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입장으로는 김윤덕,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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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chael Warner, “Wanted:A Definition of ‘Intelligence’”, Studies in Intelligence,

Vol.46 no.3(2002), p.15.

3) 정순태, 『국가정보론』, (서울: 삼보출판사, 1971), pp.19-22.

4) 김윤덕, 『국가정보학』, (서울: 박 사, 2001), pp.15-18.

5) 문정인편저, 『국가정보론』, (서울: 박 사, 2002), pp.24-28.

6) 우정, 『정보경 론』, (인천: 자료원, 2008), pp.22-28.

7) 전웅, “탈냉전시 의국가정보학: 학문적기원, 위상, 그리고한계”, 『국제정치논총』제46

집4호(2006), pp.10-11.

8)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박 사, 2006), pp.3-13.

9) 한희원, 『국가정보』, (서울: 법률출판사, 2008), pp.69-74.



보포럼을들수있다. 

해외에 있어서는 정보의 개념에 해 연구한 논문과 단행본이 다수 발표

되어 있다. 표적인 논문으로는 빔포트10), 랜덤11), 토로이12), 와너13), 휘튼14)

등이 있고, 단행본 내용 중에서 정보의 개념을 기술한 것으로는 켄트15), 리

첼슨16), 슐스키17), 로웬탈18) 등이있다. 

미국의 학자들은 부분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본고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규정에 의해 정보의 목적으로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이익

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향후의 미국 국가정보학계의 논의동향이 주목된다.

또한 국가정보의 학문적 기초를 정립한 켄트의 향으로 많은 학자들이 정

보를 지식∙활동∙조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만, 활동으로서의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수집∙분석∙배포 및 이를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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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rtin M. Bimfort, “A Definition of Intelligence”, Studies in Intelligence, vol.2

no.4(Fall 1958), pp.75-78.

11) R. A. Random, “Intelligence as a Science”, Studies in Intelligence, vol.2

no.2(Spring 1958), pp.75-79.

12) Thomas F. Troy, “The Correct Definition of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vol.5 no.4(Winter 1991-1992), pp.433-

454.

13) Warner(2002), pp.15-22.

14) Kristan J. Wheaton, “What is Intelligence”, Part 5 (Previous Attempts to Define

Intelligence/Legislative Attempts),

http://sourcesandmethods.blogspot.com/2008/07/part-5-previous-attempts-

to-define.html(검색일: 2008.11.22)

15) Sherman Kent,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Hamden

Connecticut: Archon Books, 1965), pp.xxi-xxv.

16) Jeffrey T. Richelso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08). pp.1-3.

17) Abram N. Shulsky & Gary J. Schmitt, Silent Warfare(Dulles, Virginia: Brassey’

s,Inc, 2002), pp.1-9.

18) Mark M. Lowenthal,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Washington DC: CQ

Press, 2006), pp.1-9.



한 방첩으로 좁게 파악하는 입장과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응하기 위한

테러∙마약∙국제범죄∙사이버공격 등 이른바 신안보위협 요인에 한

응활동까지포함시켜넓게파악하는입장이있다. 

본고에서는국가정보분야에한정하여정보라는용어의개념을검토하고

자 한다. 우선 국가정보와 관련된 법률 및 제출되었던 법률안의 규정을 살

펴본다음정보학을연구하는학자∙전문가들의견해를중심으로정보개념

의 구성요소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정보의 개념

정립에 다소라도 기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의 모습을 탐구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모색해나가는데도움이될수있기를기 한다.  

Ⅱ. 국가정보 관련 법률규정과 정보의 개념

1. 한국의관련법규정

한국에 있어 국가정보에 해 최초로 규정한 법률은‘중앙정보부법’이

다.19) 동법은 정보의 개념에 해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신 중앙정보부의

‘기능’으로서“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포함한정부각부정보수사활동을조정감독하기위하여”중앙정보부를

두도록하 다. 중앙정보부법은1963년개정을통해‘기능’을‘목적’과‘직

무’로나누어규정하 으나정보의개념을별도로규정하지는않았다. 이러

한 규정방식은 전문개정이 이루어진‘국가안전기획부법’20) 및 일부개정에

의한‘국가정보원법’21)에 있어서도 그 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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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률제619호, 제정1961.6.10. 

20) 법률제3313호, 전문개정1980.12.31.

21) 법률제5681호, 일부개정1998.1.21.



법제3조는국정원의직무로서다음과같은사항을규정하고있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공∙ 정부전복∙방첩∙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및배포

2. 국가기 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

에 한보안감사는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 보

호법에규정된죄, 국가보안법에규정된죄에 한수사

4. 국정원직원의직무와관련된범죄에 한수사

5. 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조정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법은 정보의 개념에 해 적극적인 정의를 하고 않

고해석에의해법의집행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고할수있다.   

법률에의해적극적으로정보의개념을규정하고자한것으로2006년정

형근의원이 표발의한‘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이있다.22) 동법안은“국가

의 정보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각종

의 안보위협에 한 효율적 처”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다음과같은용어정의규정을두고있다.

1. “국가정보”라 함은 국가안전과 국익에 필요한 사항으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통령의 직무수행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정책개발∙결정및집행에필요한정보를말한다.

2. “국외정보”라 함은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환경 및 외국 정부∙

조직∙기관∙인물의능력∙의도∙활동에관한정보를말한다.

3. “보안정보”라 함은 정부 전복, 방첩, 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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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형근( 표발의),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2006.3.23.



말한다.

4. “정보활동”이라 함은 정보를 수집∙분석∙판단∙생산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

해하는위협요소에 처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5. “특수활동”이라 함은 해외에서 국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으

로정보의역할이공개또는노출되지않고계획되고실행되는활동을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기술∙인력과 자금 등 정보활

동에필요한자원을말한다.

7. “정보기관”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보안업무를 수행

하는각급국가기관을말한다.

8. “관계기관”이라 함은 정보기관 이외에 국가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이

익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생산∙취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하부조직으

로 통령령이정하는기관을말한다.

동 법안은 국가정보체제를 구축하고 기본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보인다. 우선국가정보의개념을규정함에있어과거와같이국가안

전보장에한정하지않고국익을위해필요한사항까지포함시켰다. 즉국가

정보란 국가안전과 국익에 필요한 사항으로 통령이나 1개 이상의 중앙행

정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 국외정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각각 정보라는 말을 사용하는 동어반

복의 오류가 있어 정확한 의미파악이 다소 어려우나 국가정보를‘국가안전

과 국익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표현하여 정보를‘지식’의 일종으로 파악한

것으로보인다. 결국국가정보란‘국가안전과국익에필요한것으로서 통

령이나중앙행정기관의장의직무수행을위해필요한지식’으로해석된다. 

동법안에의하면‘국가정보’이외에국외정보, 보안정보, 정보활동, 특수

활동에 해 각각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정

보기관이라고 규정하 다. 특히‘정보활동’에 한 정의에 정보를 생산하

기 위한 수집∙분석∙판단 이외에“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위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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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특수활동’을 정의하여

“해외에서국가의정책목표를지원하기위해수행”되는활동으로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정보에는 통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필

요한“지식”이외에 이와 같은“활동”도 국가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러

한기능을수행하는국가기관을정보기관이라고규정하 다. 

2008년 이철우의원이 표발의한‘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

가정보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직무에 관한 제3조 제1항 제1

호를다음과같이개정토록하고있다.23)

1. 정보의수집∙작성및배포

가. 국가안전보장및국익에중 한 향을미치는국가정책의수립에필요한정보

나. 국가또는국민에 한중 한재난과위기를예방∙관리하는데필요한정보

다. 공, 정부전복, 방첩,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유출에 한보안정보

동 법안에 의하면 국가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범위의“지식”으로서의 정보를 의미하게 된다. 즉 정형근의원

이 표발의한‘정보활동기본법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다음에 보는 바

와 같이 미국의‘국가안전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활동”으로서의 정보는

포함되지않게된다. 다만, 국가이익증진을위한정보활동을명문화하 다

는의미는있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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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철우, 『21세기정보기관의역할과바람직한국정원법개정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

집), 2008.12.8. p.56.



2. 미국의관련법규정

미국에있어국가정보에 해규정하고있는 표적인법률로‘1947년국

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이있다. 미국의국가안전보

장법제3조5항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24)

5. “국가정보”및“국가안보 관련 정보”라는 용어는 미국의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수

집된첩보(information)를포함하여어떠한출처로부터도출된정보도포함하되, 

(A) 통령의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기관 하나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

정된것으로서

(B) ① 미국과그국민, 재산또는이익에 한위협

② 량살상무기개발, 확산, 사용

③ 미국의국가또는 토의안전과관련되는사항을포함한다.

동 조항은 국가정보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그리하여국가정보는‘국가안전보장을포함,

국가와국민의이익을위협하는사항에관한것으로서, 하나이상의정부기

관업무와관련있는정보’를의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국가정

보는“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수집된 첩보를 포함”한다고 하여 첩보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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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Public Law 235 of July 26, 1947) SEC 3 (5)

The terms “national intelligence”and “intelligenc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refer to all intelligence, regardless of the source from which derived and

including information gathered within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that -

(A)pertains, as determined consistent with any guidance issued by the

President, to more than one United States Government agency; and (B) that

involves - (ⅰ)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its people, property, or interests;

(ⅱ) the development, proliferation, or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ⅲ) any other matter bearing on United States national or homeland security.



의한국내외정보를구별하지않고있다. 

이외에동법제3조는다음과같은용어정의를두고있다.25)

1. “정보”라는용어는국외정보와방첩을포함한다.

2. “국외정보”라는용어는외국정부의능력, 의도, 활동또는그구성요소및해외조

직, 외국인, 국제테러리스트활동과관련이있는첩보(information)를의미한다.

3. “방첩”이라는 용어는 외국정부 또는 그 구성원, 해외조직, 외국인, 국제테러리스

트에 의해 수행되거나, 이들을 위해 수행되는 간첩행위 기타 정보활동, 태업, 암

살활동에 응하여보호하기위하여수집된첩보와활동들을의미한다. 

여기에서는“정보”의 개념에 국외정보와 방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

은 9∙11테러 이후 제정된“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에 의해 수정된 내용이

다. 종전의‘국가안전보장법’제3조5항의규정에의하면국가정보에는“방

첩 또는 법집행활동이 포함되지 않는다”(The term “national

intelligence”.....do not refer to counterintelligence or law enforcement

activities)고 하 다.26) 또한 국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첩보”

(information)라는 말을 사용하 다. 결국 국외정보는 외국정부, 해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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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The term “intelligence”includes foreign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2) The term “foreign intelligence”mean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apabilities, intentions, or activities of foreign governments or elements

thereof, foreign organizations, or foreign persons, or international terrorist

activities.

(3) The term “counterintelligence”means information gathered and activities

conducted to protect against espionage, other intelligence activities,

sabotage, or assassinations conducted by or on behalf of foreign

governments or elements thereof, foreign organizations, or foreign persons,

or international terrorist activities. 

26) www.intelligence.gov/0-natsecact_1947.shtml (검색일: 2005.1.3)



외국인, 국제테러리트와관련이있는첩보라는의미가된다. 그러나국가정

보 부문에서는 정보(intelligence)와 첩보(information)를 엄격하게 구분하

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기 쉬운 표현이다.27) 어의

‘information’은 한국어의‘첩보’보다는 넓은 의미를 가진 말이다.

Merriam-Webster 사전은information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28) 

1. 지식또는정보의교환또는접수

2. a (1) 조사, 연구, 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 (2) 정보, 뉴스 (3) 사실, 데이터 (이하

생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의‘information’이라는 말에는‘지식’‘정보’

‘데이터’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 부문에서 사용

하는‘information’이라는 말은“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집된, 평가∙처

리되지 않은 자료”를 의미하며,29) 한국어의‘첩보’에 해당한다. 국립국어원

의 표준국어 사전은‘첩보(諜報)’에 해“상 편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18 국가정보연구 제1권 2호

27) 정보와 첩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정보는 첩보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는 지적에 해서는 Kristan J. Wheaton, “What is Intelligence”, Part 5 (Previous

Attempts to Define Intelligence/Legislative Attempts),

http://sourcesandmethods.blogspot.com/2008/07/part-5-previous-attempts-

to-define.html(검색일: 2008.11.22) 참조

28) 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information(검색일: 2008.12.13)

1. the communication or reception of knowledge or intelligence

2. a (1) knowledge obtained from investigation, study, or instruction 

(2) INTELLIGENCE, NEWS 

(3) FACTS, DATA (이하생략)

29) Leo D. Carl,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Intelligence, (McLean, VA:

International Defense Consultant Services, 1990), p.176.  Information :

unevaluated and unprocessed material of every description, including that

derived from observations, reports, rumors, imagery and other sources that,

when processed, may produce intelligence.



알아내어보고함. 또는그런보고.”라고기술하고있다.30)

미국의“국가안전보장법”도 국가정보는‘국가안보를 비롯한 국가이익과

관련된지식’이라는정의를내리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정보는국외정

보와방첩을포함한다고하고, 방첩은관련지식과활동을포함한다고함으

로써 결국 정보에는 지식과 활동이 포함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보를 복잡

하게규정하는것은정보의개념에 해정의를내리는것이 단히어려운

일이라는것을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생각된다.   

3. 정보개념에관한법규정이주는시사점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법률에 의해 정보

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06년에 발의되었던“국가정보활동

기본법안”은 국가정보의 개념을‘국가안전과 국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 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정책개발∙결정 및 집행에 필요한 정

보’라고 함으로써 국가정보의 목적과 사용자를 규정하고 정보의 본질적 성

격을‘지식’으로 파악하 다. 또한 정보활동에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수

집∙분석∙판단 활동 및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요소에 처하기 위한 활동

을 포함시키고 여기에 해외에서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되는 특수

활동을 포함시켜 정보기관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개념 속에‘지

식’과함께‘활동’을포함시키고있다. 

이와같은정보의개념은미국의‘국가안전보장법’에서유래한것으로보

인다. 동법에 의하면‘국가정보’란 미국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이익을 위협

하는사항으로서하나이상의정부기관업무와관련이있는국내또는국외

19정보의개념에관한소고 ▷▷이길규

30) 정형근의원이 표발의한‘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에포함된국가정보, 국외정보, 보안

정보의 정의에 모두“정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국가안전보장법’이

사용한“Intelligence is information”이라는형식의표현을한국어로바꾸는과정에서

마치“정보는정보이다”라는형식으로잘못번역한결과로보인다. 



로부터수집된첩보라할수있다. 즉정보는기본적으로‘지식’이라고하고

별도 규정으로 방첩이 포함된다고 하여 정보의 개념에‘활동’을 포함시키

고있다. 

한국의경우정보의개념을법률로규정하지못하고있는것은결국국가

정보부문에있어정보업무의기능과 역에 한확실한범위를정해주지

못하고있는결과가된다. 법은정치세력간타협의산물이라고는하지만탈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와 치열해 진 국가간 경쟁에 효율적으로

응하기위해서는정보라는국가기능을정비하여유사시최 한의능력을

발휘하게하는것이시급한과제라고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전에는 정보를‘지식’에 한정하고 방첩 등의

‘활동’은제외시켰으나불확실한국제정세에효율적으로 응하기위해방

첩 등의 활동을 정보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보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제고시

켰다. 즉 정보에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증진을 위한 지식 이외에 이를 보

호하기위한활동도포함된다고하 다. 이와같이최근에는국가정보개념

에지식이외에활동을포함시키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다.

Ⅲ. 정보 개념의 구성요소별 고찰

1. 정보의목적성

정보의 목적성이라 함은 정보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

다. 미국의 경우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1947

년국가안전보장법은제2조에서미국의국가안전보장증진을위해동법률

을 제정하 음을 밝히고 있다. 많은 미국학자들은 국가정보가 국가안전보

장을위한것임을밝히거나전제로하여논의를전개하고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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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의 국가안전보장은 주로 군사적 차원의 외부적 위협에 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칭하 으나 탈냉전기에는 군사적 측면 이외에 경

제∙자원∙환경∙사회문제등을포괄하는개념으로변화하 다.32) 특히소

련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 경제파탄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가의 경제이

익이국가안전보장에 단히중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나아가국가정

보 활동의 목적으로 직접 경제이익을 고려하게 되었다. 미국의“2004년 정

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에 의해 개정된“국가안전보장법”제3조 5항에는

“국가정보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내용에“미국과 그 국민, 재산 또는

이익에 한위협”을포함시키고있다. 이와같이국가정보의목적에는“국

가 또는 토의 안전과 관련”되는 국가안전보장과 함께“국가와 국민의 재

산또는이익”을보호하는경제이익보호가포함되게되었다. 

2. 정보의비 성

정보활동은 비 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생산된 결과물도 비 로 취

급되는것이많다. 다만, 정보가반드시비 성을가져야하고, 비 성을잃

으면더이상정보로서가치를갖지못하는가하는문제가있을수있다. 

심스는 정보란“국가안보정책 결정자의 수요에 맞추어 지식

(information)을 수집, 분석, 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정보가 항상

비 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하 다. 그녀는 특히 미국이 일본 해군의

암호를해독했다는정보가시카고트리뷴지에공개되었음에도불구하고미

드웨이해전에서승리한것을볼때정보는반드시비 로유지되어야만효

용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또한 비 이 아닌 공개자료 가운데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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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Lowenthal(2006), p.9. 

Shulsky & Schmitt(2002), p.1. 등다수

32) 전웅, 『국가안보론』,(성남: 국가정보 학원, 2006), p.63.



중한정보가많이있다고주장하 다.33)

이러한 주장에 반 하면서 정보는 반드시 비 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

이 많다. 슐스키는“비 성은 정보를 다른 지적 활동으로부터 구별하게 해

주는핵심적인것”이라고하면서이것은경쟁상 가있기때문에생기는현

상이라고하 다.34) 로웬탈도“정보가정부의다른기능과구별되는첫번째

이유는 비 성”이라고 하 다. 그는 정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가

숨기려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기 때문이라면서 반 로 찾아낸 정보는 또한

숨기고자하게된다고하 다. 그러나정보가비 성을가진다고해서정보

의역할, 절차, 기능그리고정보이슈등에 한학문적연구가불가능한것

은 아니라고 하 다.35) 이외에도 와너36), 존스톤37) 등 많은 학자들이 정보에

는비 성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정보가 상 방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비

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보가 노출되었더라도 경쟁상 가

입수하기 이전이라면 역시 한시적이나마 정보로서의 가치는 가질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공개자료로부터 정보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정

보는 역시 비 로 다루어져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역시비 성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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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Jennifer Sims, “Defining Intelligence”, http://globetrotter.berkeley.edu/

people2/Sims/sims-con3.html(검색일: 2008.3.14)

34) Shulsky & Schmitt(2002), p.171.

35) Lowenthal(2006), p.1.

36) Warner(2002), pp.19-20.

37) Rob Johnston, Analytic Culture i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Washington

DC: CIA, 2005), p.4.



3. 정보는지식인가, 활동인가, 조직인가

정보가지식이라는점에는많은의견이일치하고있다. 미국의CIA는“정

보란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며“ 통

령과같은국가지도자들은정보에입각하여정책결정을한다”고설명한바

있다.38) 켄트도“정보는국가의복리를보호해야하는고위관리와군인들이

알아야할지식(knowledge)”이라고자신의책서문에서밝히고있다.39)

켄트는 또한 같은 책 서문에서 정보업무 담당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용례에 따라 정보를 3가지 관점에서 기술하겠다면서‘지식으로서의 정

보’,‘조직으로서의 정보’, 그리고‘활동으로서의 정보’로 나누어 언급하

다. 이와 같이 정보를 지식, 조직, 활동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 전웅 교수는 일반적인 정보의 개념에는 지식과

활동만이 포함되지만, 국가정보의 개념에는 지식과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적 조직까지 포함된다고 하 다.40) 또한 슐스키는 정보는 지식

(information), 활동(activities), 조직(organizations)41)이라고 하 고, 로웬

탈도 정보는 생산물(product), 과정(process), 조직(organization)42)이라고

하 다.

로웬탈은또한정보의실무개념(Working Concept)이라는제목으로다음

과같은개념을소개하고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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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www.cia.gov/kids-page/6-12th-grade/who-we-are-what-we-do/what-is-

intelligence.html(검색일: 2008.12.12)

39) Kent(1965), p.xxi.

40) 전웅(2006), p.10.

41) Shulsky & Schmitt(2002), p.1. 

42) Lowenthal(2006), p.9.

43) Lowenthal(2006), p.8.



정보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특별한 유형의 지식(information)들이 요구∙수집∙분

석되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 의한 생산물이며, 이러한 과정과 지식(information)

을 보호하는 방첩이고, 합법적인 권한에 입각하여 요구되는데 따라 수행되는 공작활

동이다.

로웬탈의 정보 실무개념에 의하면 정보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식과 이

러한지식을생산하는과정인수집∙분석, 이것들을보호하는방첩, 그리고

공작등의활동이포함되게된다. 

랜덤은“정보는 외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식적

으로이루어지는비 활동으로서외국에 한지식(information)을수집∙

분석하는 활동과 외정책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루어지

는 비 활동”이라고 하고 있다.44) 정보는 지식생산을 위한 활동과 외정책

실행을위한활동이라는것이다. 

빔포트는 정보에는 지식생산을 위한 수집∙분석 활동, 외정책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 생산과정과 생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첩 등이

포함된다고하 다.45)

와너도“정보는 외국정부나 해외단체 등에 해 이해하거나 향을 미치

기 위한 국가에 의한 비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정보는 활동이라고 하

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의 정보활동은 주로 의사결정이나 정책판단에 도

움이 되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수집∙분석 활동의 결과 생산된 결

과물을정보라고하고점차이러한정보를생산하기위한활동과조직도함

께 정보의 범주에 넣어 고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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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Random(1958), p.76.

45) Bimfort(1958), p.78.



증가하게됨에따라이러한활동도정보의범주에넣을필요가생긴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속하는 표적인활동이바로비 공작활동이며테러 응,

국제범죄 응등의활동도유사한성격의임무라할수있다. 그러면왜이

러한새로운임무를정보기관에게부여하게되었는가? 그이유는바로새로

운 임무의 부분이 비 활동을 요구하고 정보기관이 그러한 비 활동을

수행하기에가장적합하 기때문일것이다.

오늘날 국가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목표로 국가정책을 수립∙집

행하는 과정에 절실히 요구되는 국가기능의 하나로서 단순히 필요한 지식

을 얻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비 활동을 통해 국가목표 달성을 원활하게

지원하는활동을포함하게되었다. 국가기능으로서의국가정보의구체적인

내용은국가정책수립에필요한지식을수집∙분석∙배포하는활동과국가

정책집행에필요한여건을조성하는활동및테러∙국제범죄∙사이버공격

등에 응하기위한활동을포함하는것이될것이다.

한편 지식으로서의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첩보라는 용어와 명확

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

익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정책 수립∙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

분석하여 생산되는 지식이다. 즉 정보는 분석∙검증∙평가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첩보와 다르다. 첩보는 정보기관에 입수되어 정보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이나 아직 평가∙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어의information은일반용어로는지식이라는의미로널리

사용되나 국가정보 분야에서는 첩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국가정보 분야에 있어서도 지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 주

의를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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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한국의경우국가정보활동의근거법인국정원법에국가정보의개념을규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법은 직무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공∙ 정부 전복∙방첩∙ 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21세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국가경쟁을

생각해 볼 때 너무도 시 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2008년 이철우의원이

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도 국가정보의 개념규정은 없으나 국가안전보장 이

외에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을 규정함으로써 다소 정보활동의 범위가 넓어

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동개정안은지식으로서의정보만을규정할뿐

활동으로서의정보개념은포함시키지않고있다. 

미국의‘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은 9∙11테러 이후 성립된‘2004년 정

보개혁 및 테러예방법’에 의해 개정되어 국가정보의 개념에 국가안보 이외

에 국가이익에 한 위협 처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의

개념에‘지식’이외에‘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적 위기사태 발생시에

적극적으로 응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 다.  

국가정보의개념을구성요소별로고찰해보면정보의목적성, 비 성, 그

리고 지식∙활동∙조직으로의 성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국가정보의

목적과관련하여과거에는국가정보가오로지국가안전보장을위한것이라

는 인식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이익 증진을 위

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안보개념을확장하여비군사적안보위협에도정보활동을하여야한다는논

리를 전개하 으나 이제는 경제이익 위협요인에 해 정보활동을 할 수 있

는직접적인법적근거를마련하 다.

국가정보는상 방과의경쟁에서이기기위해비 리에추진해야한다는

특성이 있다. 비록 공개자료로부터 정보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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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로 유지되어야 국가정책 수립∙집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한 점에서 비 성이야말로 국가정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라고할수있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국가정보는‘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지식’이며, 국가정보학의 연구범위는 이러한 지식 및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활동과조직도포함하는것으로이해되어왔다. 그러나점차국가의

외정책 수행에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 리

에 수행하여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 임무가 점차 정보기관에게

부여된 결과 정보기관은 비 공작이라는 새로운 활동 업무를 부여받게 되

었다. 즉단순한지식제공이외에국가정책집행을원활하게함으로써국가

목표달성에기여하는활동을수행하게된것이다.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지식제공 임무와 국가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활동 임무는 기본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임

무는 모두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비 리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로 부여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고할것이다. 그리하여와너와같은미국학자들은정보를“외국정부

나해외단체등에관한지식을습득하거나이들에게 향을미치기위해수

행하는국가에의한비 활동”과같이정의하고있다.46)

생각건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이

익을 최 한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행정조직의 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교육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활동을 지칭할 뿐만 아

니라 국가차원의 학문과 지식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괄하는

기능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는 지식인 동시에 활동이고 조직이라는 말이 타당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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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국가정보는 정부 행정조직의 한 기능이

라고할수있을것이다.

결국 국가정보란“국가기관에 의해 비 로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국가안

보 또는 국익증진과 관련이 있는 중 한 국가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지

식을생산하거나, 중 한국가정책수행을원활하게하기위한활동”이라고

정의할수있다. 아무쪼록정보개념과관련한논의가더욱활성화되어올바

른정보개념이조속히정립되기를바라는마음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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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cept of Intelligence

Kil-Kyu Lee
(Sungkyunkwan University)

While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s used in various ways in

many areas, a rather special meaning is given to it when we

talk about national intelligence. In order to deepen the

understanding and study systematically on how the

intelligence affairs are carried out in the areas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most basic thing to do first is to define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 this research, provisions of law which provides the

grounds for the affairs of national intelligence will be first

looked at, and then the concept of intelligence as defined by

scholars researching in the study of national intelligence will

be looked into next. 

Whil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of Korea does

not define intelligence,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USA

defines intelligence in great details. With the terrorist attack

of 9.11, USA enacted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to prepare for the adop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system in order to actively counter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s. This law re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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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by including the term ‘national security’and

promotion of ‘national interests’. It abolished the provision

for collecting of national and domestic secret intelligence

which had been traditionally maintained, and included in the

definition, acts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besides

knowledge needed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Most scholars researching in the area of national

intelligence believed that the main idea of national

intelligence wa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such

belief probably owing to the provisions of USA’s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However, when looking at the customs

of USA’s national intelligence affairs and its transformation

of law, national interests also needs to become part of the

purpose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main reason for operating the intelligence service as a

system to acquire knowledge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y is probably because the

most essential and competitive intelligence can be obtained

through secret operations. On this sense, confidentiality mus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is an important tool of ‘knowledge’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y and as

such, ‘activities’to product and protect intelligence are also

within its sphere. Likewise, the intelligence service today is

expected to deal with new ‘events’which are impossi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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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nter without secret operations, such as searching

economic spies, countering terrorism, and confronting

international crimes. In fact, USA has included these

activities in the definition of intelligence by amending the

law.   

In my opinion, national intelligence is an activity secretly

performed by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of a state for

creating knowledge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mportant national policy, as well as activities to smoothly

perform important national policy. And, it is my wish for

there to be more active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intelligence, so that the correct concept can soon come into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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