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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정

치인을 지지 및 반대하는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던 사건을 분석한다. 파당적 행

위가 한 정부 조직의 정상업무로 간주될 수 있었던 논리와 방식을 문헌 분석과 재판 참여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건의 발생 조건은 과거부터 정권안보 업무를 수행해

왔던 국정원의 운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현실, 집권성이 강한 국정원에 대통령 최측근이 기관장으

로 부임하면서 대통령과의 권력거리가 밀접해진 상황, 그리고 대북 사이버심리전이라는 선례 없

는 새 업무의 내용과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상황 등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정

원의 정치개입 활동이 작동했던 방식은 국정원장의 추상적 정치개입 지시가 조직위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되었고, 외주화 및 실적 평가, 대량 확산기술의 사용 등 효율적 업무실행 체

계가 운영되면서 정상 업무로 취급되었다. 또한 정치개입 활동을 정당화한 논리는 국가 안보의 

절대시, 국정원은 첩보기관으로서 타 기관과 다르다는 예외주의, 업무 범위의 지나친 확장 해석

으로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은 국정원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활

동으로 간주되었고 이로써 국정원은 정치적 요구에 과잉 부응하고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는 부차

적･방계적 의무로 축소하면서 비파당적 중립성 유지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 

외부통제 없는 독점적 지위, 행정수반의 강한 지배권이, 조직적 차원에서는 위계적 명령복종 구

조와 왜곡된 조직정체성, 업무내용의 모호성이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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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 연구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

당 및 정치인을 지지 및 반대하는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던 사건을 분석

한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장과 2명의 고위직 관료(3차장, 심리전단장)는 국가정보

원법 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1심 및 2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권위주

의적 조직 위계 속에서 정치화된 행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며 정부 관료

제 존립의 기본 질서인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한국 행정의 민낯을 보여

준다.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은 정부 관료제의 근간이며 타협할 수 없는 당연하고 

명확한 의무로 여겨지지만 그 의미 인식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그 실행은 더욱 쉽지 않다

(박천오, 2011; 최동훈, 2012). 기대에 비할 때 우리 현실은 공무원의 중립성이 많이 훼

손되었다는 우려가 크며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줄서기가 만연하여서 행정의 전문성

이 위협받는 수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발생은 단순

히 국가정보원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우연한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상징성과 시의성

이 크며, 정부 관료제를 민주주의 실현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통제하는데 실패한 사

례로서 분석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 실체를 통해서 피고 측(국정원)의 파당적 행위

가 정부 조직의 정상업무로 간주될 수 있었던 자기합리화의 논리와 정치적으로 부당한 

명령이 정상업무로 수행되었던 구조를 찾으려 한다. 과정 분석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이 

실패하였던 이유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국정원의 정치

적 활동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으며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도 정치개입 그 자체

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했던 내적 논리 혹은 수행 방식이다.1) 정치개입을 하면서도 정

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았다는 인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왜곡된 자기합리

화의 쟁점과 의미를 찾으려 한다. 국정원의 방어 논리는 파당적 행위를 정상업무로 간주

했던 자기합리화 논리이자 자기 조직과 업무에 관한 왜곡된 인식의 고백일 것이다. 그것

으로부터 정치성 통제에 실패하게 된 과정과 요인을 추론한다.

이를 위해 재판 과정을 관찰하고 재판 기록, 언론 보도, 동영상 등을 분석하여 대북 

1)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사건의 유･무죄에 관한 법적 판단이 분석의 초점이 아님을 밝힌다. 사건

은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과 방어논

리가 분석의 초점이므로 최종심 결과가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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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심리전의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개입 활동을 분석 및 재구성하였다. 관료제의 정

치성과 그 통제의 어려움을 간략히 살펴본 후, 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발생 및 전개된 구조를 귀납적으로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정치개입을 정당하게 

간주하였던 자기합리화의 구조 속에서 드러난 쟁점을 숙고하였다.

Ⅱ. 관료제의 정치성 통제: 정치적 중립의 어려움

1. 관료제의 배태된 정치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은 근대 정부 관료제의 본질로 여겨진다(박

천오, 2011:25). 우리는 정당정치로부터 분리된 행정의 영역이 존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근대 행정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정당정치의 지나친 개입으로부터 행정의 

안정성･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든, 막강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회정치를 지키기 위

해서든, 오늘날 삼권분립을 근거로 한 전문적 행정부의 성립은 정치적 중립을 떼고는 

말할 수 없다(Overeem, 2005). 

정치적 중립은 관료제에 배태된 정치성을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관료제는 그 구조와 

운영의 원리상 정치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관료제의 본래적 지위 –즉, 행정수단

을 점유하고 공적 자원을 배분하는 독점적 지위와 반복된 업무 처리를 통해서 구체화된 

기술 및 정보를 점유한 지위- 로부터 정치성은 잉태된다(Weber, 1947). 이념형으로서 

관료제의 뚜렷한 특징인 위계적 명령 복종, 동일 업무의 반복 처리, 법규에 근거한 집행 

등이 역설적이게도 관료제의 정치화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공적 자원의 배분 과정을 전담하는 집행자로서 관료제는 자신이 처리하는 예산, 정보, 

기술 등의 자원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권력 집단이 될 수 있다. 공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정치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특정 업무의 반복된 처리로부터 얻게 된 전문

성을 활용해 자의적이고 폐쇄적 결정을 내리는(bureaucratic politics) 독자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 정책의 공평무사한 집행자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조직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행태를 추구하는 권력화된 관료제 문제는 오랜 우려였다. 조직화된 소수가 점유하

는 권력과 이들에 의한 폐쇄적 지배 문제를 제기한 미헬스, 모스카 등은 소수의 지배계

급으로서 관료제를 주목하였고(Mosca, 1939, Michels, 1962), 니스카넨, 다운스 등 공공

선택론자 역시 사익 추구의 이기적 인간 본성을 공직자에게 적용하며 관료제가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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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로부터 사익을 추구함을 우려하였다(Niskanen, 1971; Downs, 1967). 

또한 관료제의 정치화는 정치도구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기본적으로 

관료의 역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정치권력자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적 

존재’(강원택, 2014:67)로 묘사된다. 그러나 자원 배분 권한을 독점하고 전문적 처리기술

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료제가 선출된 정치권력에 도구적으로 복종할 때, 정치권력의 사

유물이 될 수 있다. 정치권력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관료제는 특정 당파의 대리

인이 되어 불공정한 결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가운데 비정치적 도구임을 표방하지만 

실제는 과잉된 정치도구가 된다(임의영, 2014, Hilberg, 1961; Arendt, 1963). 지시된 목

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도구임을 지향하지만, 사회를 지배하는 통제기관이 되는 것이

다(Hummel, 1982). 

이렇게 관료제에 배태된 정치성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비민주성이 되고(박천오･주

재현, 2007; Koven, 1994) 통제해야 할 대상이 된다. 관료제의 정치성이 통제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다. 개념적으로 정치적 중립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

를 전제하여 정치인은 정책결정 역할을, 공무원은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

에서 출발하지만(Caiden, 1996) 해석상으로는 보다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공무원이 실적을 기반으로 임명･승진하는 기준이며(Asmerom & Reis, 1996), 파당

적 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정책에 관한 자신의 사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이고(Kernaghan, 1986; Finer, 1961), 전문적･객관적 조언을 정치적 주인에게 진실하

게 전달하는 것(Svara, 2006) 등이 모두 정치적 중립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험적 연구

도 공무원들이 자율전문성･충성･비당파성을 각각 정치적 중립으로 이해하거나(최동훈, 

2012) 선거개입･재량적 판단･노조활동･매체를 통한 사적 의견 표명･인맥 활용･불합리

한 명령복종으로부터의 중립으로 이해하는(윤견수･한승주, 2012) 등 다의적 해석이 공

존함을 밝히고 있다.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근거는 헌법 제7조 2항으로 “공무원의 신

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밝히고 국가공무원 제65조 

및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에 공무원이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및 가

입을 금지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조는 선거에 부당

한 영향력의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

치적 중립이란 정당정치와 밀접한 공무원 개인의 판단과 개입을 금지하는 정치적 자유

의 제약 상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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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제 정치적 중립의 두 측면

민주주의 체제 아래 시민에게 대응하고 사회에 책임을 지는 관료제를 만들기 위해, 

다시 말하면 정치화를 막기 위하여 관료제는 정치적으로 중립할 의무를 부여받는데, 이 

정치적 중립은 두 가지 의무의 긴장과 균형으로 이뤄진다. 

관료제의 정치화가 정치권력화와 정치도구화 두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성은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정치권력화를 막고 관료제의 복종을 유인하

기 위한 정치적 대응 의무(responsiveness)와 정치도구화를 막고 관료제의 자율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전문직업적 의무(professionalism)이다. 관료제는 정치권력화를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종속되어야 하는 동시에, 정치도구화를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전자는 관료제에게 정치권력에 복종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료제를 통제하지만, 후

자는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전문가적 의무를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윤리를 강조하는 관료

제 통제를 주장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대응할 의무와 함께 전문직업적으로 행동할 의

무를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두 의무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딜레마를 부여할 수 있다. 입법 배경과 법 규정

을 살펴볼 때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개념인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 개념이라는 역설이기에(윤견수･한승주, 2012: 

239-244), 관료제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동시에 종속적이어야 하는 자체 모순, 

이중 구속의 딜레마로 여겨진다(Etzioni-Halevy, 1983/1990:126). 공무원은 파당정치로

부터 벗어나 초당파적･비정파적 기준에 의거한 활동을 해야 하는 성숙되고 독립된 주체

이어야 하는 동시에,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무원은 선출된 정치인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하며 선출된 정치인과 정무직의 정권 유지를 위한 활동에 동원되고 사용되

어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비정치적이어야 하는 것이다(박천오, 

2011:26; Posner & Schmidt, 1994; West, 2005:147).

정치적으로 중립할 의무와 정치적으로 대응할 의무 사이에 균형 있는 태도란 풀기 힘

든 과제이다. 정치적 대응 의무와 전문직업적 의무라는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며 그것이 

상충할 수 있음을 책임성으로 바꿔 표현하면, 관료의 계층적 책임성(bureaucratic 

accountability)과 전문가적 책임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의 충돌 가능성이며 조

직구성원 및 부하로서 역할 수행이 업무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Romzek & Dubnick, 1994).2) 다시 말해, 관료제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부로부터의 

2) Romzek & Dubnick(1994)은 행정의 책임성을 통제의 원천(조직 내부/위부)와 통제의 강도(강함/약

함)에 따라 계층적 책임성(bureaucratic accountability), 법적 책임성(legal accountability),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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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복종해야 할 계층적 책임과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가로서 판단과 윤리를 따라야 

전문가적 책임이 동시에 부여된 상황에서 이뤄야 하는 의무가 정치적 중립성인 것이다. 

공무원에게 전문직업적 중립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의적인 행태 혹은 정치적 쟁점

으로부터 무관심･무책임해질 수 있으며, 대응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치 도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중립적 태도란 두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긴장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3. 정치적 중립의 어려움

관료제의 정치성을 통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 대응 의무는 주로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데 관

료제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 선출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치적 통제 

방식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기본적 관료제 통제 수단으로 여겨졌다. 선출직의 참모진 강

화, 정부조직 개편, 선출직 및 정무직의 인사권 행사, 성과관리 강화 등이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제시된다(양재진, 2003). 또한 국회의 인사권, 재정권, 조사권 등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비밀주의에 근거한 ‘관료집단의 제국건설’(이

종수, 2009:35)을 견제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자의적 판단과 처분의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재량을 제한하는 법적 통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모두 관료제에 대한 정치우

월성을 확보하는 접근방식이며 객관적 통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문직업적 의무는 주로 전문가적 통제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데 공무원

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여 전문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정책윤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무원의 공공봉사 동기를 전제하고(Perry & Wise, 1990) 그들의 이

타성과 정책윤리 확립을 통해서(박천오, 2011, 이종수, 2009) 정치권력의 관료지배(박광

주, 1996)로 인한 관료제의 정치도구화를 막으려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시민 참여와 같

이 직접적 대응의 정치적 통제 방식도 제시된다. 관료제가 외부 시민사회의 정치적 요구

를 수용하고 선출된 정치권력뿐 아니라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Medeiros & 

Schmitt, 1977). 이러한 접근은 모두 관료제의 전문직업적 재량을 인정하고 관료의 내적 

규준을 고양하려는 접근방식이며 주관적 통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대응의무와 전문직업적 의무의 균형을 확보하여 관료제의 정치성을 통

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념적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은 상충적

인 두 의무 사이의 균형이기에 모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의

적 책임성(professional accountability),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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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당연시 되는 현실에 비할 때, 정치적 중립이 주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은 적잖은 

우려를 일으킨다. 정치적 중립을 바라보는 측면, 얽혀진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

석되고 왜곡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 모호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정치적 

중립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클 것이며 개인적 상황 혹은 조직적 영향으로 

인한 편향이 중립으로 둔갑되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개념적 측면 뿐 아니라 제도적 측면의 영향이 정치적 중립의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

다.3) 선출직의 권한 강화를 도모하는 정치적 통제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

운 제도적 조건들은 선출된 정치권력의 교체 및 짧은 임기, 국회의 약한 행정부 통제권

(강원택, 2014), 시민사회의 역량 부족(박광주, 1996) 등이다. 4~5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정치권력은 관료 집단의 효율적인 지원 및 충성을 얻기 어렵고,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이 

확대되었지만 행정부의 활동 규모와 정보력에 비해 국회의 역량은 충분히 강하다고 보

기 어렵다(강원택, 2014:82). 시민사회가 정책결정을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 

때 관료제의 권력화 통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시민사회의 역량과 참여제도는 여전히 실

질적 통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적 측면의 요인들도 정치적 중립에 제약을 줄 수 있는데 수직적･집단주의적 문

화, 폐쇄적･불투명한 운영 구조, 업무적 재량, 조직자원의 권력성 등 정치적 중립의 긴장

을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정책윤리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은 위계적･권위주의적 조직문

화가 강한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이 집권 정부에 대하여, 인사평가자인 상사를 향하여 

자신의 전문가적 판단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할 개인적 부담과 불이익이 상당하는 점이

다. 이러한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정권 및 정무직 상관에 충성 대신 전문가로서 

공익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발휘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주재현･한승

주, 2015). 명령복종의 위계에 따라 공식적 업무를 처리하는 하향적･수직적 관료제 질서

에서 자신의 판단과 다른 명령에 직면했을 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복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순수한 관료’(Weber, 1947) 행태 혹은 기계적 중립성을 보이기 쉽다. 또한 공

무원이 행정 전문가의 위상에서 담당 정책분야에 관한 존중받을 만한 전문성을 보유하

고 있다는 조직 내외의 인정과 그에 따른 재량적 판단은 관료제 중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Romzeck & Dubnick, 1994). 만약 권한이 조직 상부에 집권화되어 일선 공무원에

게 판단과 집행의 권한이 엄격히 제약되어 있다면 공무원은 전문적 규범 및 기준에 따르

3) 개인적 측면에서 공공봉사동기, 권력추구성향, 직급 및 직위 등도 관료제의 정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을 제외하였다. 정치적 중립의 왜곡된 이해와 

공무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제도적, 구조적인 측면의 영향이 크기에 개인적 요인으로 귀인하기보다는 

이러한 측면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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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기에 정치도구화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재량권한이 크게 주어졌다면 재량을 사

적으로 유용하거나 관료정치 행태를 보이며 권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폐쇄적이

고 불투명한 조직구조가 유지될 때 조직 외부로부터의 통제는 이뤄지기 힘들다. 관료제

적 폐쇄성을 낮추고 조직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개방할수록 시민참여 등을 통한 외

부적 통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조직이 보유한 자원의 권력성도 강한 영

향요인이 될 수 있는데, 조직이 보유한 법, 재정, 정보 등의 자원이 지니는 권력성이 강

할 때 조직 스스로 권력화될 가능성 및 정치권력의 사적 권력기반으로 도구화될 가능성 

모두 높다(오재록, 2014; 오재록･황문규, 2015). 

요컨대,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품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 긴장은 섬세하고 적극적인 

사유를 통해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실 관료제는 개념적, 제도적, 조직적 측면 등의 다

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비파당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판단보다는 조직의 기

득권 추구나 무비판적 순응으로 중립 의무를 협소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었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 정치개입

이 발생하며 정치개입의 방식과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차원의 

함의를 찾으려 한다. 

<표 1> 관료제의 정치성 통제

정치성의 
근원

정치화의 
모습

통제의 방향 주요 통제 수단 통제의 어려움

행정수단의 
독점,

전문적 
처리기술 

보유

정치 
권력화

정치적 대응 의무
→재량제한, 복종유인

정치적 통제(선출직),
법적 통제 등 객관적 
책임 강조

개념적 측면
 - 정치적 중립의 모호성, 상충성

제도적 측면
 - 선출직의 짧은 임기, 약한 외부
통제권, 시민사회의 역량 등

조직적 측면
 - 수직적･집단주의적 조직문화, 폐
쇄적 조직구조, 업무재량, 조직자원
의 권력성 등

정치 
도구화

전문직업적 의무
→재량허용, 자율성 
확보

정치적 통제(시민), 
전문가적 통제 등 주
관적 책임 강조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분석의 대상은 2012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통한 정치개입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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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국정원 외에도 경찰, 검찰, 군 등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직간접

적으로 연결되는 사건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방해 및 허위발표 논란

(경찰),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개입 활동(군), 수사 외압 및 항명 논란(검찰), NLL 남북

정상대화록 유출 논란(정치권) 등 규모가 매우 크다. 이 사건들이 모두 정치적 중립과 

밀접하지만 여기서는 연구 범위를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활동에 국한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치개입임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한다.4) 법적으

로 1심 및 2심 재판부가 정치개입 활동으로 판단하고 피고 및 기소 유예된 국정원 직원

들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법상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밝혔다. 법적 판

단이 아니더라도, 국정원 직원이 한 것으로 밝혀진 사이버상의 활동 내용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매우 직접적으로 저급한 표현으로 지지 혹은 비난하고 있으므로 정치개입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치적 활동이었음을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

다고 보았다. 

분석의 대상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기소된 국정원 세 명의 피고인과 기소 유예되

었으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이며 이들의 발언을 분석한다. 이들의 발언

이 책임 회피와 무죄 주장을 위한 조작 혹은 자기합리화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피고 

측의 주장이 정치개입 활동을 정상업무로 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논리를 구성해 주

장할 것이므로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바에 부합한다.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조사 시의 진술을 일부 철회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제외하면 피고 측의 주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진술부터 재

판까지 일관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일관된 그들의 자기 정당화 논리에 초점을 두고 분석

할 것이다.5) 

 

2.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 자료는 1심 및 2심 공판의 참여 관찰 및 재판 기록물, 공소장 및 판결문, 언론기

사, 동영상, 국정조사 회의록 등이며 이러한 자료를 질적 분석하였다. 정치적 활동을 조

직의 정상적 업무로 여기고 수행하였던 논리와 수행 방식을 찾기 위해 가장 적절한 조사

의 방식은 국정원 직원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접

4) 선거법상의 선거개입 여부는 1심과 2심이 다르고 최종심이 남아있으므로 선거개입임을 전제하지 않

는다.

5) 한편, 사건의 유무죄가 연구의 초점이 아니므로 법리적 부분 및 판결을 자세히 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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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한 방식은 재판 및 국정조

사 시의 발언,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드러난 발언 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초기

부터 현재까지 피고 3인과 국정원 직원들의 발언은 1) 2013년 8월 16일과 19일 국회 

국정조사특위(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답한 자료, 2)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피고 3인 진술 및 변호인의 변

론, 3)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의 발언 등 직접 발언 자료와 4)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진술 내용을 인용한 것, 5)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녹취록 등 간접 

발언 자료이다. 

분석 자료는 일차로는 공판 참여 및 관찰로 부터 획득하였는데 1심 재판 총 37회 공판 

중 11회 참석 및 2심 공판 중 2회를 참석하여 피고 및 국정원 직원들의 발언과 태도를 

보고 기록하였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공판 기록 기사를 모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다. 일부 언론의 공판 기사는 단순한 보도기사가 아니라 기록에 의미를 두고 검찰과 피

고 측, 재판부 사이에 오간 대화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사건과 관련된 각종 문헌자

료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여서 분석 자료로 매우 유용하였다. 또 다른 자료는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회의록으로 국회의 인터넷 사이트인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시스템’에서 

검색하였으며 피고 및 국정원 직원들이 출석하였던 국정조사 8차 및 9차 회의는 인터넷 

상에서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도 경찰 및 검찰의 중간 및 

최종 수사결과 발표문, 재판부의 판결문, 민주당 국정원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 시민단

체의 공판 요약 기록 등을 분석 자료로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조건, 현상, 결과 

등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조건 차원은 사건 발생의 원인 및 맥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의미하며, 현상 차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수행 방식과 수행 논리 측면에서 

발생된 중심적인 모습을 분석하고, 결과 차원은 정치개입의 수용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정치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요인들 제도적 및 

조직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Ⅳ. 국가정보원의 2012년 정치개입 사건 개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12월 11일, 야당(당시 통합민주당)에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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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이 여당 후보를 홍보하고 야당 후보를 폄훼하는 흑색선전을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

적으로 수행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원 직원 A가 댓글 선거

운동을 벌인다고 추정된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하였고 A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

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12월 16일 경찰은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

를 발표하였고, 이틀 후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

다.

선거가 끝나고 석 달 후인 2013년 3월 18일 야당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을 지시한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고 검찰에 원세훈을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다. 한편,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대선 이틀 전에 발표되었던 중간수사 결과와 달리, 국정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였으므로 국정원 직원 A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에 송치하였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국정원장, 이종명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

을 소환조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를 펼쳤다. 최종 수사결과, 이들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검찰 기소의 핵심은 이 3인의 조직수뇌부에게 국정원법 

상 직무범위를 확대 왜곡하여 실질적 정치개입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책임을 물으

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댓글 등 정치활동을 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절차적 문제를 제외하면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사이버 심리

전단의 활동이 정당한 직무활동의 범위인지, 지시를 통한 조직적 행위인지, 선거운동 행

위에 해당하는지 이다. 1심 재판은 총 37회의 공판 동안 32명의 증인이 출석하며 820일

에 걸쳐 진행된 끝에 2014년 9월 11일 마무리되었고 재판결과는 국정원이 수행한 사이

버 활동 내용은 국책사업 및 국정성과 홍보와 야당을 비판하는 활동이므로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활동 관여 행위(제9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사이버심리전의 활

동 내용은 정상업무로 볼 수 없고,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였으므로 정치 관여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단은 2심 재판부로 이어졌다. 그러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판단이 달랐는데, 1심 재판부는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결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정치개입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선거개입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6)7)  

6)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이종명 전 차장 및 민병

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심은 원세훈에게 징

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이종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민병주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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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과 별도로 국회는 ‘국정원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

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기관보고와 29명의 증인에 대해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8) 국회는 국정원 직원이 

부당한 정치활동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였다.  

정치개입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실시하는 

대남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1965년 10월 심리전단을 창설하고 대북 공격심리전 및 방

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였다. 문제가 된 ‘사이버 심리전’은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활동이나 이 업무를 전담하는 팀은 2005년 3월에 설치되었으며, 사이버심리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은 원세훈의 국정원장 부임 이후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2009년 3월,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되고 사이버팀이 2개로 증편되었으

며 2010년 10월에는 3개 팀으로, 2012년 2월에는 4개 팀 7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다(1심 판결문:140). 

심리전단 내 4개 팀의 역할은 안보1팀은 대북정책 홍보사이트인 안보포털 운영, 북한 

주민 상대 대북심리전 담당, 안보2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북한 선동 대응 활동, 안보3팀

은 국내 포털사이트 종북 세력 대응 활동, 안보5팀은 트위터에서 북한 및 종북 세력 대

응 활동이었다. 안보3팀 및 5팀은 그 산하에 각 4개 파트를 두었고 파트장 밑에 4명의 

파트원이 소속되었다.

사이버심리전의 활동은 70여명의 국정원 직원 및 외부 조력자는 일반인을 가장한 다

수의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거나 댓글 남기기, 찬반 클릭, 트위터 상에서 

트윗 및 리트윗 활동 등이었다.9) 주로 강남 일대 카페를 일주일 단위로 옮겨 다니며 작

6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다.

7)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고등법원

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 요지는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두 가지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

으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며 대법원은 법률심임을 내세워 국정원법 및 선거법의 유

무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8)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정당･언론사

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2)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3)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4) 준법통제처 운영 5)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6)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용

9) 심리전단의 인터넷 사이트 계정은 117개, 인터넷 찬반 클릭 1,214건, 인터넷 글 및 댓글 2,125건, 

트위터 계정 1,157개(1심 법원 175개 인정), 트윗 및 리트윗 수 78만 6,698건(1심 법원 11만 361건 

인정)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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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소장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여당후보를 지지찬양하거나, 여당

후보의 공약을 선전, 여당 후보 지지자 결집을 소개하며, 야당 및 야당후보를 비난하며, 

여당후보 우위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이다.10) 

Ⅴ. 국정원 정치개입의 방식 및 논리: 정치성 통제의 실패 분석

1. 발생 조건

1) 외부 통제가 어려운 독점적 지위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2

년 6월 설립된 중앙정보부가 전신으로, 1980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재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잘 알려

진 대로, 국정원은 지난 군사정권 동안 정치사찰, 간첩조작, 무리한 공안수사와 인권 침

해 등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역사가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정국을 형성하며 

한국 현대 정치사의 유명한 정치공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기도 하였다. 대표적

으로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

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국

정원 개입된 조작 및 인권 침해의 사례로 밝혀진 바 있다.11) 집권당의 선거 운동을 위해 

직접 개입했던 사건으로 상록 사업, 무지개 공작, 초원복집 사건이 있다. 

민주화 이후 과잉 정치화된 국가정보기관을 향한 사회의 우려와 통제 요구는 커졌고,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되었다. 국내 문제에 대한 관여 범위를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의 수집･분석･제공 및 안보 범죄의 수사로 명확히 제한하고 정치관여죄를 신설하여 정

당 활동, 정치적 여론 조성, 정치자금 모집,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

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1월 국가정보원

으로 개명되면서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분석･제공, 산업스파이 추적･색출 활동 등으로 

주요 업무 전환을 선언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도구화를 막고자 국정원장

10)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에 예시하였다. 

11) 2007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3년간의 조사를 거쳐 국가정

보원이 관련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때 주요 조사 대상

이었던 7대 의혹사건이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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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폐지하고 참모가 배석한 형태의 보고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개편과 정치관여 금지의 노력에도 불투명한 조직 운영이 지속되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비밀 유

지의 필요성으로 국정원은 조직 구조, 예산 규모,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

으며 직원 임용, 교육 훈련, 처우 등도 보안 사항이 된다.12) 결국 국회 및 언론, 시민사회

단체 같은 외부의 감시 및 통제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에 비해 국정원

의 독점적 지위는 상당히 높은 권력성을 보인다고 평가된다(오재록, 2014)13).

보수 여당에 편향된 정치 활동의 역사를 가진 국정원에 외부적 통제가 거의 없는 상황

이라면, 그간 공식적･제도적인 정치적 중립은 강화된 듯 보일지라도 국내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로 인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국정원의 불법도･감

청 및 불법사찰 의혹이 거의 매 정권마다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대통령의 정치도구로 활용되었던 지난 역사와 현재까지도 국회와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조직운영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충분한 제도적 상황을 사건 

발생의 한 맥락으로 볼 수 있었다.

2) 대통령과 밀접한 권력거리

이번 사건의 피고이자 중심인물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다. 원세훈은 이명박 정

부 시기 2009년 2월 제30대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어 2013년 3월까지 약 4년간 재임하

였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내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지낸 건 그가 유일하여 

이명박 정권 5년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의 관계가 남다르게 막역한 것은 원세훈의 경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원세훈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74년부터 서울특

별시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32년 근무하였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인 2003년 10월 서울특

별시 행정제1부시장으로 선임되어 2006년 6월 이명박 시장의 퇴임 때까지 보좌하였는

12)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결특위에 총액만 통보하는데 그친다(국회

법 제84조 제4항). 국가정보원의 예산 일부는 다른 부처의 예상 항목으로 숨겨서 상정되기도 한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국정원 예산규모는 연 1조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신경민, 2014; 한겨레, 

2005.8.10). 특수활동비 등 사용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지출이 대부분이고 영수증 제출 의무도 

없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만 하고 보고하면 되

며, 타 부처와의 협의 없이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13) 자원, 자율성, 네트워크. 잉여력, 잠재력의 차원에서 측정된 이명박 정부의 부처 권력 지수 분석 결

과, 국가정보원이 8위로 나타났으나 자율성 측면은 97.06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기획재정부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오재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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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통상 부시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그는 3년 6개월 동안 부시장직을 유지하였다. 이후 

2007년 초 이명박 예비후보의 상근특보로 발탁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리고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장

을 역임한 것이다.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최측근인 원세훈이 국정원장을 맡게 되었지만 보

직 전문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였다. 정보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없고 군대 면제이며 행

정공무원 경력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파격이었다. 더욱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대북 정보력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14) 계속 유임됨으로써 대통령

의 신임이 두터움을 보여주었다(시사IN, 2011.03.03). 또한 참모가 배석한 가운데 이뤄

지는 대통령 보고를 독대 형태로 바꿔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권력거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부임 초기 강한 인사권 행사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사석에서 나눈 발언으로 해임

되거나 정치적 편향이 의심되는 인사조치 등이 있었고15) 이는 전문성이 낮은 기관장에 

대한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행사로 논란이 되었지만 위계성이 강한 정보기

관에서 기관장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행정수반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각료를 임명하여 인사권을 통해 내부 통제를 하는 전략은 관료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된다(양재진, 2003; 오재록, 2014). 그러나 인사권을 통한 

관료통제는 조직 내 자발적 문제제기를 크게 위축시키며 조직침묵을 낳을 수 있다. 대통

령에 부응하려는 의지가 강한 정치적 최측근의 기관장이 행사한 강한 인사권을 경험한 

직원들이 인사 상 보복 조치, 부정적 평판을 감수하면서 상사에 맞서는 부담을 지려할 

리 없을 것이며, 조직 내 발생하는 현상과 상관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더라고 체

념하거나 순응하는 양태를 보일 것이다(강제상･고대유, 2014).16) 이러한 상황은 선출직 

1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의 뒤늦은 파악 및 김정은 방중 오보 등 

15) 2009년 3월에는 호남출신 국정원 전 간부가 (원세훈에 대해) ‘행정경험도 없는 민간인이 뭘 하느냐’

고 한 말로 인해 사임하였고 2010년 11월에는 ‘원세훈은 이명박 똘마니’ 발언을 사석에서 한 국정

원 직원이 해임되기도 하였다. 정치적 편향을 드러낸 인사 조치로 2009년 5월 수사국의 윤모 단장

은 제주 4.3진압이 정부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는 발언이 감찰실 단속에 걸려 대기 발령되었

으며 2009년 9월 수사국의 강모 파트장은 부하 직원의 보고 내용 중 ‘지난 좌파정권 10년’이라는 

문구에서 ‘좌파’를 빼라고 지시했다가 감찰실에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지역 출장소로 좌천되

기도 하였다(한겨레, 2013.07.01).

16) 강제상･고대유(2014)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발생하는 현상과 상관의 결정에 대해 문제나 

개선사항을 인지하더라도, ‘상황에 체념 혹은 순응’, ‘자신의 능력에 체념’, ‘상관 혹은 동료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의견이나 이의제기를 회피하는 현상을 한국적 조직침묵 현

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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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의 관료통제를 넘어 관료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번 사건 발생의 중요 조건으

로 추론할 수 있었다.

3) 업무 내용 및 기준의 모호성

익명성 및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데(정부조직

법 제17조) 첫째,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

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둘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셋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

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넷째,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다섯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이다.(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그런데 국정원 심리전단이 추진했던 활동은 법적 근거가 다소 모호한 신규 업무였다. 

사이버 대북심리전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국정을 흔들기 위하여 온

라인 공간에서 선전 선동하는 북한과 종북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

리전에 대응한 국가안보 활동이었다. 사이버심리전이 국정원법 상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해당한다고 주장될 수 있으나, 국정원법에서 열거된 업무 범위를 한

정적･제한적 규정으로 본다면 법적 정당성은 문제시 된다.

2005년 무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 사이버심리전은 구체적인 기준 및 방침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리전단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심리전을 

수행해왔지만 이것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되어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이었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북한과 종북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선전선동에 

국정원이 직접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부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 주장을 공박하는 홍보활동을 수행하였고 이것은 기존 

국정원이 수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이었다.17) 

사이버심리전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생각할 때 댓글 활동

은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정당성은 얻었으나, 구체적 활동 방식과 범위는 선례가 없었

17) ‘북한은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 해방구로 규정하고 통전부, 225국 등 대남공작기구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사이버 선전 활동에 주력해 왔다.... 2009년도에 북한이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

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했다. 미국도 사이버사령부를 그때 만들었고 우리 국군도 사이버사령부를 만

들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아주 강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심리

전단을 확충한 것이다.’ (318회 8차 국정조사: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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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의 경우도 사이버전 대응 조직 설립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2000년대 초반임을 고려할 때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원세훈의 국정원장 취임과 함께 심리전단의 확대로 업무는 확장되었고 자원

도 확보되었으나 업무 방식과 절차, 판단 기준은 모호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심

리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추상적인 표현 이상으로 업무를 설명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대북심리전의 내용과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모

호하기 때문에 자의적･정치적 확장과 해석, 왜곡된 인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사건 발생의 또 다른 원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전이라는 것은 병법서에 나오는 상대의 내부를 휘저으라는 것이다. 내부갈등 일

으키고 불필요한 공포감을 갖거나 내부혼란 기도하는.”(B직원. 29차 공판)

(재판장이 종북의 기준이 무엇인가 묻자)“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 잘...” “종북세력의 

국정폄훼 실상을 알리는 측면이어서 구체적인 타깃이 없다”(민병주. 3차 공판)

위와 같은 조건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이 작동했던 수행 방식이 어떠했는가와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작동이 가능했던 인식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이로써 정치개입 활동이 조직 내부에

서 어떻게 정상업무로 간주되었는지를 설명될 것이다.

2. 수행 방식

1) 기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치적 편향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은 기관장인 국정원장의 정치적 편향이 조직업무 수행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재판의 주요 쟁점도 국정원장의 지시가 일선 직원들의 

구체적 활동 지침이 되었는가였으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서사는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로부터 풀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여부를 묻는 주요 증거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하 ‘말씀’)이었는데, 매월 열리는 전부서장회의에서 국정원장의 모두(冒頭) 및 마무리 발

언을 녹취해 보관하고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자료이다. 

검찰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에서 수차례에 걸친 정치개입 지시가 있었으며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

고 측은 ‘원장님 지시말씀이 원론적인 것이고 참고사항’이니 특정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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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면서, 일선 직원들이 정치댓글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고 일선의 

구체적 실행 방법 및 기술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대통

령의 국정 수행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국정원의 업무임을 강조하고 선제적･적극적 대응

을 일관되게 주문하며 친여당적 발언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선거 개입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이었

던 것이다.  

‘원세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냐 하면 북한으로부터 오는 지령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사이버 대응을 철저히 해라 하는 포괄적인 말은 해도 구체적으로 

무슨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은... 권성동 의원: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또 

밑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는 내용이지요? 원세훈: 그렇습니다.’(318회 8차 국

정조사:94)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버 대북심리전의 사명화, 대통령 및 친여당적인 업무 

방향의 설정, 선제적 업무 태도의 요구, 선거와 조직의 밀접성 강조 등이다. 사이버 활동 

자체가 국정원의 중요 업무라고 부각하였으며 무엇이 종북 세력인가에 대한 구체적 규

정 없이 대통령 및 국정 성과 홍보를 위한 공세적･적극적인 대응만을 직원들에게 강조하

였다. 국정 성과의 온라인 홍보가 국정원의 업무 영역임을 의미하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인터넷 자체가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

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2011.10.21) ‘종북 좌파 세력

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

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할 것임’(2012.06.15) ‘국정원의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하고’(2009.5.15)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하며(2010.1.22) ‘좌파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문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2010.11. 

19)18) 

18)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발언은 정치적으로 여당을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그게 2010년도 지방선

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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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북심리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들에 대한 대응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가 모호한 가운데, 기관장

이 지속적으로 행한 위와 같은 발언은 곧 사이버 활동의 지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원세

훈은 ‘일반적 말의 종류이지 의미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지만 직원들은 

‘어떤 단체가 종북 단체인지 정해진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이슈 및 논지를 벗어나지 않

는 것이 기준’(C직원, 30차 공판)이라고 진술하였다. ‘말씀’의 추상적 내용은 국정원 직원

에게 정치개입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원장님의 지시･강조 말씀이 구체성 및 특정성이 낮아 의도적인 정치 및 선

거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업무의 범위와 활동방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정원

장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지시는 업무상의 지시로서 정치 개입 활동의 시작이며 

사이버심리전단 직원들의 자기정당화 근거가 된 것이다.19) 

2) 조직위계에 따른 구체화 및 순차적 복종

원장님의 추상적인 ‘말씀’은 단계적 지시를 통해 구체적 지침이 되어 갔다. 매월 개최

되는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는 팀장 회의와 각 팀장 산하 회의에서 국정

원장의 지시 말씀으로 전파되어 모든 직원들이 숙지할 사항이었다. 직원들이 이행계획

을 세우면 그 이행결과가 팀장이나 실국장의 계통을 밟아서 다시 국정원장에게 보고되

었다. 관료제의 위계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시는 점차 구체화 되었고 그 위계를 다시 거

슬러 올라가며 보고 및 통제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 점은 정치개입 행위가 개인의 일탈

이 아닌 조직적 활동이었음을 입증하는 핵심이 되었다.

지시의 불특정성,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국장원장―3차장―심리전단장―팀장―파트장

―파트원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위계의 단계들은 ‘말씀’을 순차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담당 

영역별로 활동 기준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게시글과 댓글을 작

성, 추천 및 반대 클릭과 같은 활동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정

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2012.2.17)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맞다.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게 여당이다. 부서장들은 이 정권밖에 

더 하겠어요, 다음에 이 정권 빼놓고 길게 할 거 같아요.’(2009.11.20) 

19) ‘실제로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원세훈이 지시한 쟁점이 빠짐없이 거론됐고 지속적으로 이행실

태가 보고됐다. 실제로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직원을 징계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두

고 다투는 소송에서 적법한 지시라고 주장해 국정원 스스로 원세훈 발언을 업무상 지시로 이해했다

는 것이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그 자체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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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안보1팀 담당자가 지휘부 회의에서 거론된 현안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그날 활동 대상이 되는 주제와 관련해 ‘주요 이슈 및 대응 논지’라는 문건을 작성해 심

리전단장에게 보고한 뒤 팀장, 파트장, 파트원에게 순차로 전달하였다. 파트원들은 이걸 

참고하여 개인별로 활동논지를 준비한 뒤 국정원 외부로 나가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해 

사이버 활동을 했다. 심리전단장 주재로 매주 팀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는 국정원장과 

3차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현안이 발생한 때에는 국정원장이 직접 또는 3차장을 통

해 특정 이슈 대응을 지시했고 심리전단장은 즉각 업무에 반영해 그 결과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했다. 심리전단에서 작성한 ‘원장님 지시사항 실태’를 보면 1년 동안 국정원장

의 모닝브리핑 지시사항에 관해 심리전단이 부서별 특성에 맞춰 세부 업무내역으로 구

체화한 후 그 이행실태를 보고하고 있다(1심 판결문:144).

업무 보고 체계는 파트원들이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파트장 및 팀장에게 보고하는데 

안보3팀의 경우 매일 각자 작성한 글의 제목과 요지를 수기로 작성하여 1파트에서 관리

하는 상자에 넣으면 1파트 담당직원이 취합하여 팀장에게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한편, 

파트원들이 각자 모니터링을 하여 담당 사이트에서 발견된 특이 동향 등을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파트장이 특이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안보5팀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파트원들이 각자 작성한 트윗 및 리트윗 건수를 파트장에게 보고하는 한

편, 각 파트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을 팀장에게 보고하여 팀장이 트위터

상에서 파트원들의 활동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동 실적을 확인하였다. 이

렇게 보고된 사이버 활동 실적은 심리전단 안보1팀에서 취합하여 심리전단장에게 보고

했고 심리전단장은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3차장에게 보고했으며 3차장은 선별하

여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원장의 회의 발언을 직원들에게 옮긴다. 그러면 원장이 그런 발언을 계속하면 직원들

에게는 전파, 축적된 상태로 지시사항을 이행하게 된다.’(민병주. 318회 국정조사 8

차:38)

“검사: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은 업무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해서 민병주 단장이 원내 

공지사항에 공지가 되(었다고 알려주)면 숙독하려 노력했다‘고 한건 사실이죠? C직원: 

예.”(30차 공판)

“검사: 지휘체계에 따라 원장님 지시가 회의 때도 전달된 적이 있나? D직원(안보3팀 

5파트장): 회의 때 당연히 전달된다... 검사: 검찰 조사 때 증인이 ‘주로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지시 계통으로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두 세줄 정도로 내려온다. 그러면 자신의 

파트원에게 그 주제가 포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파트원들은 각자 각색해서 오늘의 

유머 등에 게시한다’고 답변한 적이 있나? 파트장: 그렇다.”(6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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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증인이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포함돼 있나? E직원: 포함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 구체적으로 파트장이 해석을 

해서 준다.”(5차 공판)

<그림 1>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단계적 지시 체계

국정원장
(전부서장회의 때 지시강조말씀)

3차장
(지시사항 전달)

심리전단장
(팀장회의 때 지시사항 전달)

1팀 담당자
(주요이슈 및 대응논지 작성)

파트원

팀장

파트장

외부 조력자

3) 효율적 실행 체계의 운용: 외주화 및 실적 평가

사이버심리전단의 일부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였고, 게시글의 확산을 위하여 대량확산 

기술(트위덱과 트위피드)20)을 사용하였다.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적

용한 것으로 국정원 내에서 사이버심리전 활동이 정상적 업무로 진행되었음을 간접적으

로 알려준다. 부서의 여느 정상 업무처럼 사이버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역시 효율적 

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일반인으로 가장해야하는 사이버 활동의 특성상 IP의 중복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

원들은 외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업무 특성 상 적절한 집행 방식은 외주화이다(이

들은 ‘외부조력자’로 표현되었다).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기보다 믿을 수 있는 외부인에게 

20) 트위덱(TweetDeck)은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

여 트위터 계정들을 트윗뎃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트위터에 접속하지 않고도 트윗덱 프로그램상에

서 여러 계정에 트윗, 리트윅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트윗터피드(Twitter Feed)는 사전에 등록한 트

위터, 블로그, 뉴스 사이트 등(피드 계정)에 새로운 게시글이 등록되면 그와 연결된 트위터 계정에 

자동으로 해당 게시글이 트윗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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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맡기는 것이 시･공간적으로 더 효율적이며 일반인의 활동으로 보이기 쉽기 때문

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외부조력자 F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2004년 총선 때 기획업무

를 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고 국정원 직원과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생이었다. 안보5팀

의 외부조력자로 고용된 F는 심리전단으로부터 한 달에 약 3백만 원을 받으며 총 9,234

만원을 지급받았다(319회 9차 국정조사:116). 팀 산하 파트 단위에서 이들을 관리했으며 

비용은 현금 혹은 차명계좌를 사용해 지급하였고 팀장 전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자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외부조력자는 심리전단 직원들과 계정 주고받으며 동

일한 활동하였다(G직원, 7차 공판). 

또한 트위터 상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해 트위터 상에서 금지하는 대량 리트윗

을 전파함으로써 인기글, 관심글로 여론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는데 1회당 20~30개 계정

을 설정해 원글을 동시에 리트윗하는 것이다. 트윗 자동전송프로그램을 활용은 짧은 시

간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는 효율적 수단이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업무 실적 

평가는 게시글의 수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 상황에서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사용해 대량의 트윗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히 실적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었던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법정

에서 진술되었다.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관리주의의 강화는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

제력을 높이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Peters, 1995; 양재진, 2003:5), 이 사건에서는 

관료통제를 넘어 관료지배의 결과를 낳는 한 요인이 된 것이다.

“검사: 증인의 업무는 오로지 트윗과 리트윗이었나? H직원(안보5팀): 그렇다. 검사: 업

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증인이 쓴 트윗, 리트윗 건수로 하나? H직원: 팔로어 

수도 반영되는 걸로 안다. 판사: 그럼 자동으로 트윗글 전파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도 실적을 위해서였나? H직원: 인정한다.”(18차 공판) 

요약하면, 기관장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업무 지시가 관료제의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

로 명령 및 보고가 이뤄졌으며 안정적･효율적인 체계를 운용하면서 정치 개입 활동이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불법 부당한 활동으

로 인식하고 저항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조직 내부적으로는 공식적 구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를 정보기관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속에서 개인이 문제

를 제기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적으로 전개된 심리전단의 활동은 내부

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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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 논리

조직적으로 전개된 사이버 활동은 내용적으로도 정상업무라는 정당화 논리를 구축하

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국가･조직･업무에 관한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것이었다.

1) 국가안보의 과잉 강조

국정원의 발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상황 인식은 국가안보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이

었다. 국정원은 현재 국가 상황은 준전시 상태이지만, 사이버 공간은 전시 상태로서 수

사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공방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쟁을 수행 중인 국정원을 일반 공직 규범으로 판단하지 말라

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제가 국정원에 와서 느낀 것은 155마일 휴전선뿐 아니라 첨예한 이념전선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이버 상에서의 이념전선은 이미 북한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이

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사이버 상에서 만약 국정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이버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이종명. 319회 9차 국정조사:27-28)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엄청난, 북한이 우리나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방

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

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원세훈. 318회 8차 국정조사:31). 

피고 측의 발언을 보면 사이버 공간을 지속적으로 ‘전쟁’ 상태에 비유하고 있다. 김동

춘(2013)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분단체제의 만성적인 전쟁 위기 속에서 안

보라는 국가 목표를 최우선시･절대시하면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을 거의 

전투현장에서 섬멸하듯이 색출, 감시, 진압하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체제를 유지하

는 것’이며 이를 전쟁정치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1953년 이후 정전이라는 준 

전쟁상태에서 외부의 적인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내부의 반대세력을 적으로 취급하여 

그들에 대한 폭력,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정당화되어 왔으며 이 전쟁정치의 중심 주체

가 국정원과 같은 수사정보기관이었다. 사이버 공간이 전쟁터로 인식되면 국정원은 합

법 여부보다 전쟁승리 여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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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존재인지, 누가 적인지는 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를 ‘종북’으로 

표현하며 섬멸할 적으로 몰아갔다. 북한과 전면전이 진행되는 사이버 상황에서, 국가안

보가 곧 정권안보이며 최고 권력자의 국정수행의 성공이 곧 조직의 사명이라고 믿으면

서, 정치적 중립의 훼손은 안타깝지만 전쟁 통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에 그친

다고 인식한 것이다.  

“군으로 치면 군에서 적을 제압하라고 하면서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고 해도 군인이 

현장에 가보면 적군과 민간인 구분이 곤란한 상황이 있고,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라

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별적 이슈

에 대해서 정치적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종북 좌파 척결에 

대한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이종명. 3차 공판)

2) 조직 예외주의 및 우월의식

위와 같은 상황 인식은 자연스럽게 국정원은 타 공공기관과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는 ‘예외주의’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수사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업무 규범과 기준

은 분명 타 공공기관과 같을 수 없는데, 비밀엄수를 위한 부서차단, 상명하복의 질서가 

상당히 강조되기에 조직 민주주의 및 합법성 기반이 낮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보수적 

경향을 띨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엄격한 중립성의 요구, 합법성의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왜곡된 예외

주의, 우월의식을 보였으며 나아가 정치적으로 보수 여당에 편향된 조직의 정치성향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왜곡된 자기 허용이 존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

무를 업무 수행의 중요 가치로 여길 수 없었던 것이다.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가 모호한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을 인허가 기관과 동일시 

할 수 없다.” “조폭이 피해자를 목 졸라 죽이면 죄가 되지만, 판사가 조폭에서 사형선

고를 내리고 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하면 죄가 아니다. 심리전단은 판사와 교도관 역할

을 한 거지 조폭역할을 한 게 아니다.”(원세훈 변호인. 1차 공판)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맞다.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게 여당이

다.’(2009.11.20.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여당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 “직원들이 늘 생

각하고 있는 안보 이슈에 대한 소신의 피력이다” (원세훈. 3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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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기관에게 타 기관과 같은 수준의 준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달걀 깨뜨리지 말

고 오믈렛 만들라는 주문’이라는 주장처럼,21) 국정원 조직은 타 부처에 비해 정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합법성 요구가 완화되어야 하는 예외적 위상을 강조하는 등 왜곡된 조

직정체성을 보여주는 발언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3) 업무 범위의 과잉 확장

사이버심리전의 업무 목표이자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종북 세력 척결’이

었다. 그러나 종북 세력에 대한 명료한 기준은 없었고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된 판단 없이 활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의적인 업무의 일탈과 정치적 확장은 필연적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이버심리

전 활동이 선례 없이 새롭게 발생된 상황에서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

다는 조직의 미션은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바둑까지 두는 자세로 일하라’는 선

제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국정원장의 지속적 요구 아래, 무리하게 확장된 것이다. ‘종북’

을 키워드로 업무는 경계 없이 확장되었고 그 업무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들의 

대답은 추상적으로 겉돌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정원의 적절한 업무 범위, 사이버 심리전단의 

업무 정의를 여러 번 물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매우 추상적이며 반복적일 뿐이었다. 정보

기관의 속성 상 업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며 직원 서로 간에도 무엇을 하

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행할 업무의 경계나 적절한 업무 기준이 

모호하다면 업무 활동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검사: 종북 세력 개념, 국정원 업무활동의 대상이 되는 범위나 기준은? 이종명: 종북 

세력을 어떻게 규정하자는 공론은 없었다... 종북과 재야를 구별할 판단의 기준이 없

었음이 곧 비당파적 활동임을 의미한다.”(3차 공판)

“변호인: 이런 활동이 정치인 이명박은 홍보하고 반대로 야당의 비판을 차단해 국정원

법 위반이 된다는 고민을 해본 적 없나? 민병주: 북한의 사이버 상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이기 때문에 국정원 본연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2차 공판)

“검사: 글을 올리면서 이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했나? J직원: 

업무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북한이 선전 선동하는 것에 대응한다는 차원에

서 응했다.”(5차 공판)

“검사: 종북 의미나 기준, 업무 매뉴얼을 받았나? F(외부 조력자): 그런 건 없었다. 검

21) 321회 3차 국정조사에서 참고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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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북한 선전선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데? F: 일베 사이트

를 보면 그런 과거의 기사라든지 현재 일어나는 팩트 위주로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

다. 검사: 일베의 북한 주장 팩트나 정리, 반박 논리 쓴 걸 보고 종북 대응이라 판단한 

건가? F: 그렇다.” (6차 공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활동은 조직 내부에서 위와 같은 인식 속에 나름의 논리로 정

당화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의 현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은 전쟁 상황이라서 외부의 

적을 섬멸하고 내부의 적을 색출해 제거해야 한다는 과잉된 상황인식, 국정원은 최일선 

첩보기관으로서 타 공공기관과 달리 중립성 및 합법성 요구가 국가안보를 위해 미뤄질 

수 있는 예외적 조직이며 상부의 명령지시는 판단 없이 반드시 복종해야한다는 과잉된 

조직인식, 업무범위를 경계 짓는 직무 내용 및 기준이 불분명하여 ‘종북 세력’이라는 모

호한 개념으로 업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확장시켰던 과잉된 업무 인식이 작동한 결

과인 것이다. 

<그림 2>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구조 

4. 정치적 중립의 실패

1) 정치적 중립 개념의 왜곡

국정원 내부에서 사이버 심리전단의 대통령 국정 홍보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댓글 달기, 찬반클릭,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 국정원의 정

상 업무라는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그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

켰다는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중립의 상충적 측면(정치적 대응 의무와 전문직

업적 의무)을 왜곡 해석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선출직 및 정무직의 요구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정치적 대응 의무 또는 계층적 책임은 확장 해석하고 과잉 강조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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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시의 정치성･부당성을 판단해야 할 전문직업적 의무 또는 전문가적 책임은 축소 

해석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심리적 딜레마를 겪지 않고 파당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정치적 중립은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상 법조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한

정적 개념이며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선호로 인해 조직과 규칙에서 벗어나는 다분히 개

인의 윤리적 일탈을 의미하였다.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최소화하면 특정 정치인 및 정당

에 대해 선거의 당선과 낙선을 개인이 의도적, 직접적으로 언급한 활동만이 중립을 훼손

한 것이 된다. 중립 의무 위반의 주체는 개인이며 개인의 사적인 판단과 활동만이 대상

이 된다. 최소화된 정치적 중립 개념으로 인해 정치적 활동의 여지와 범위는 커진다. 

반면, 정치적 대응 의미로서 정치적 중립은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었는데, 종북 척결 

지시에 대응할 의무를 강조하면서 모호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여타의 활동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까지 정치적 대응 의무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정치적 대응 측면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정치적 활동의 범위는 또 다시 

커진다. 

이로써 최소화된 전문직업적 측면의 중립은 훼손의 여지가 없을 만큼 줄어들었고, 최

대화된 정치적 대응 측면의 정치성은 정상업무로 간주되면서, 중립을 지키면서도 정치

적일 수 있다는 모순적 입장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대응 의무가 과잉 강조

되는 조직에서 전문직업적 의무와의 공존을 성찰한 것이 아니라 중립성 개념을 왜곡하

여 판단 및 사유의 의무를 부차적이며 방계적인 책임으로 만든 것이다. 

<표 2> 정치적 중립 개념의 왜곡

전문직업적 의무로서 정치적 중립 정치적 대응 의무로서 정치적 중립

§ 개인적 윤리 문제로 제한

§ 법 조항에 한정된 소극적･보수적 해석

§ 소극적인 법적 책임

⇒ 최소화된 전문윤리적 판단 의무

§ 조직적 소명으로 확장

§ 모호한 업무범위의 왜곡된 확장 해석

§ 계층적 책임 강조

⇒ 최대화된 정치적 복종 의무

2) 정치적 중립 실패의 제도적･조직적 영향 요인

앞서 살펴본 발생조건과 수행방식 및 수행논리, 결과로부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실패한 요인을 추론한다면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영향 요인은 무력한 외부통제 제도와 정치권력의 강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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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 수준을 보면 국회나 시민사회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

한 수준으로 이들을 통한 외부 견제는 무력한 상황이었다. 국정원 업무 수행을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감시할 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스스로 자신의 정치성을 통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사한 예로 검찰의 경우도 수사와 공소의 권한을 독점적 보유한 

제도적 지위로 인해 권력의 도구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오재록･황문규, 

2015). 이러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행정수반의 인사권 및 조직권과 

같은 정치적 통제였지만 이것은 오히려 행정수반의 정치권력이 국정원 지배를 가능하게 

한 수단이 되었고 국정원의 정치도구화를 촉발하였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기관장은 통

치이념을 구현하는 조직운영이 아닌 대통령의 국정홍보를 위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지시

를 내렸으며 이것은 조직 외부에서 별다른 견제 없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뿐이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위계적 명령복종 구조, 왜곡된 조직정체성, 업무의 모호성이 정치

적 중립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추론되었다. 정보기관의 특성을 이유로 조직위계에 따른 

상명하복의 엄격한 명령복종 질서로 운영되면서 기관장의 편향된 지시를 견제하지 못한 

채 순차적으로 실행하였고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는 기계적 중립성을 보였다. 또한 국가

안보를 다른 모든 국가가치에 비해 절대시하면서 국정원의 임무와 역할을 우월시하는 

왜곡된 조직정체성을 지닌 채 정치적 중립을 부차적 의무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군사･권

위주의 정권을 지내면서 국정원은 다른 어떤 관료기구보다도 권위주의 권력의 통치수단

으로 역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축된 권력적 지위(박광주, 1996)와 왜곡된 조직정체성

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이버심리전이라는 업무가 그 

내용과 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지속되면서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국내 정치인에 대

한 비난, 대통령 및 국정수행 지지여론 확산 등으로 과잉 확장되는 근거가 되었다.

<표 3> 정치적 중립 실패의 제도적･조직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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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으며

정부 관료제는 기대만큼 정치적으로 중립해왔는가. 정치화된 행정의 위험성을 보여주

었던 국정원의 2012년 정치개입 사건은 이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비정치적이며 독립적인 그리고 유능한 관료제라는 기대에 비해 드러난 현실은 

당파적으로 동원된 활동에 자기최면적 의미를 부여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정원이 사이

버 공간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활동을 어떻게 정상 업무로 여겼는지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사건 발생의 조건은 과거부터 대통령의 통치를 돕고 정권안보 업무를 수행해왔던 국

정원이 외부 통제 없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현실, 그리고 충분히 정치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국정원에 대통령 최측근의 비전문가가 기관장으로 부임하여 대통령과 

밀접한 권력거리를 확보한 상황, 그리고 사이버 대북심리전이라는 선례 없고 기준이 모

호한 새 업무가 발생하게 된 상황 등이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 발생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활동이 작동했던 방식은, 국정원장이 정

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관되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조직위계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지

침이 되어 실행되었으며, 효율적 업무실행을 위해 외부에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직원의 

활동 실적 평가 체계를 운용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조직적으로 진행된 활동은 

내부적으로는 정상 업무로 취급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정치개입 활동을 정당화한 

논리는 사이버 전쟁이라는 상황인식 속 국가안보의 절대 가치화, 첩보기관으로서 타 기

관과 다르다는 조직 예외주의와 우월의식, 종북 세력의 기준조차 부재한 채 종북 대응을 

하면서 확장된 업무 범위 인식이 자기합리화의 논리가 되었다. 결국, 정치적 중립은 정

치적으로 대응해야 할 의무와 전문윤리적 판단 의무의 균형된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한 채 왜곡된 것이다.

관료제의 정치적 중립 실현은 당연하게 요구되지만 앞서 보았듯이 그 실현은 쉽지 않

고 누구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지만 정치적 중립 능력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 관료제의 

상층부는 정무직으로서 대통령을 정치적 주인으로 여기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화되

고, 관료제의 하층부는 승진 욕구와 안정성 추구 속에서 정무직을 조직적 주인으로 여기

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요구도 조용히 따르며 정치 도구화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정부 관료제의 상층부는 정치적 중립의 범위 밖에 있으며 하층부

는 계층적 책임성의 논리로 정치 도구화를 합리화하므로 현실 정부관료제는 중립성과 

무관하게 작동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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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이란 실체 없는 허구이거나 암묵적으로 무시되는 허약한 가치일지도 모른다.  

관료제가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으려면 제도적 및 조직적 차원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견된 제도적･조직적 영향요인들을 고려할 때, 조직외부의 통제 수단을 강

화할 필요가 크다. 국가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의 권한 강화 등 국회

를 통한 통제가 강화되어 국정원의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 혹은 현재와 같이 한 기

관에서 안보정보를 독점한 통합형에서 분리형 기관으로(국내정보와 국외정보 분리) 구

성하여 기관 간 견제할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과도한 위계적 구조와 

왜곡된 조직정체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최근 국정원의 개혁 조치들을 볼 때 

내부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하지만(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등) 그 실효성

은 여전히 의문이다. 왜곡된 조직정체성에서 벗어나 정보 전문성을 기반으로 움직일 장

치로써 조직 외부의 안보 전문가의 영입과 활용도 별도의 보안장치가 마련된다면 국정

원 폐쇄성을 완화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전문가적 책임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통제의 수준이 약한 윤리에 가깝지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준이다.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전문가적 

양심과 시민적 의무를 무력화시키지 않고, 조직 내 파괴적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제도

를 설계할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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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이버 상 정치활동 혐의 내용(예시)

구분 내용(예시)

여당후보 

지지/찬양형

•후보들의 인상착의-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
랭이 얼굴..결론-사람은 미소짓는 모양이 아름답다(2012.09.18)

•오늘도 기분좋게 5통화했어요~. 박근혜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
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060-700-2013 여러통화해도 됩니다.(2012.10. 
28)

•박근혜의 신뢰와 브랜드 가치로 중국차기지도자 시진핑이나 후진타오를 움직일 수 있
다.(2012.10.16)

•박근혜후보의 광주방문은 현장 반응이 뜨겁더군요. 호남 분들도 박후보의 국민대통합 의
지에 진정성을 느꼈나 봅니다. 나만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더도말고 덜도말고 20%정
도의 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2012.11.13)

•준비된 여성대통령 기호1번 박근혜 <광고동영상>무한RT바랍니다.^^*거친파도를 헤쳐 나
가는 멋진 동영상입니다(2012.12.07)

여당 후보 공약 

선전형

•與정치쇄신위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 신뢰회복(2012.10.02)
•박후보가 지난 11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2012.10.02)
•박근혜 “정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적극 나서야”(2012.10.24)
•朴 “어머니같은 희생 필요...정부요직에 여성 중용”(2012.10.28)

여당 후보 지지자 

결집소개형

•박근혜, 소설가 이외수 찾아가(2012.10.02)
•새누리당, 이인제 선진통일당과 합당(2012.10.25)
•새누리 DJ조카 김수용 영입..부마항쟁특별법 처리(2012.10.30)
•김지하가 박근혜 지지의사표시..“안철수는 어린애”(2012.11.06)
•김대중 전대통령 비서 5인 박근혜후보 지지선언! 남편의 비서들은 박근혜 지지선언하는
데 그 마누라는 문죄인에게 “꼭 당선돼 정권 교체하라” 뽐뿌질, 입 다물고 설화방지중인 
봉화마을 권씨가 영악한건가? 더 통수굴리는 건가? 헷갈림!(2012.11.09)

야당 비난형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죽임이 mb탓? 노환의 김대중과 수백억 뇌물혐의로 자살한 뇌물
현의 죽음이 나랏님 탓?(2012.09.16)

•“靑보관용 ‘盧-김정일 회담록’ 盧 지시로 폐기”(2012.10.18)
•노무현이 괜히 자살한게 아니다. 이런 자를 등에 업고 대선 후보로 나온 문재인은 참 뻔
뻔하다.(2012.11.21)

•임수경이 北 ‘국기훈장 제1급’ 수상을?(2012.11.02)

야당후보 비난형

•풉~찰스와 원숭이는 왜케 뻔뻔한지(2012.09.01)
•‘목동 황태자’ 안철수의 여자관계 의혹(2012.09.08)
•오만한 안철수, 국민을 졸(卒)로 본다!(2012.10.02)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비리.. 文이 밝힌 공직 배제 기준 安, 5개중 
4개 해당될 수도(2012.10.25)

•아이유의 처녀성문제 해결방안-안철수 스타일(2012.11.20)
•문재인응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2012.11.23) 
•문재인 안철수 자위행위 묘사 충격 그림 보니(2012.12.05)

여당후보 우위의 

지지도 발표

•3자 대결 박근혜 37%, 문재인 22.5%, 안철수 26.4%
•차기대통령지지도 박근혜 37.2%, 안철수 26.1%, 문재인 19.6%

*자료: 국정원 고발 변호사의 국정원 정치･대선개입사건 1심판결 비판(이광철, 오마이뉴스TV), 검찰 공소장의 공소
내역 전체를 정리한 시사IN의 문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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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ilure of Controlling Government Bureaucracy: A Case Study of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Seungjoo Han

Although political neutrality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of modern 

government bureaucracy, it is often violated in reality. This study shows the failure where the 

Korean government bureaucracy was involved in partisan politics during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t turned out that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NIS) 

influenced public opinion by posting political comments on the internet. These comments 

supported a candidate from the ruling party and criticized candidates from the opposition. 

Some agents of the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of the KNIS conducted such political 

actions under orders from the head of the KNIS and claimed that these activities were not 

illegal and even were part of their official tasks responding to cyber terror attacks from North 

Korea. However, they were later convicted of violating their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in an 

election.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determined why they abused their power 

and how they conducted these partisan activities. It also suggests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f failure to control bureaucracy’s power in the context of Korean 

government.

【Keywords: Political neutrality, Bureaucracy, Dilemma of political neutrality】


	04한승주
	책갈피
	_atssh
	leftBorder
	rightBorder
	content
	mainContent
	titleMeta
	articleDesc
	articleTi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