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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보를 발화행위(speech act)로 볼
수 있다는 코펜하겐 학파의 가설에 바탕을 두
어 2000년 이후 전개된 임진강 사태를 분석
하고 있다. 분석 단위는 안전보장화의 행위자,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 기능적 행위
자, 청중이며, 안전보장화의 과정과 수준에 비
추어 북한의 임진강 수공을 다루었다. 전통적
안보위협과는 다르게, 임진강 수공과 같은 비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안전
보장화 조처를 취하거나 정치화의 단계로 나
가는 걸 삼가고 있다. 여전히 남북한 협력에
의해 임진강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발화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홍수 혹은 목
함 지뢰 테러가, 북한의 고의성이 없거나 잘
못이 없을 거라는 식의 발화도 되풀이한다.
임진강 사태를 안전보장화할 것인가 아니면

탈안전보장화할 것인가의 여부는 대체로 정
부행위자의 발화행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전보장화 이론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켜보자는 식의 정책을 10년이 넘도록 고
수하고 있다. 지나고 보면 혹은 멀리 보면, 국
가수준이 아니라 인간안보 수준에서 임진강
수공의 안전보장화하는 게 훨씬 더 큰 규범적
효용을 낳을 수 있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발화행위와 관계없이, 임진강 사태에서 북한
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접착성(接着性) 하이
드로파워(sticky hydropower)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확대론에 근거를 두어
북한의 임진강 수공에 대한 방어･공격 조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어: 임진강, 물 전쟁, 코펜하겐 학파, 안전보장화, 물 갈등

“강물이 조용히 흐를 때 둑과 제방을 만들어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강이 범람할 때 강물이
수로로 흐르게 하거나 그 기세를 꺾어 덜 사납고 덜 위험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운도 마찬가
지이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201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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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양극질서가 압도한 냉전체계가 끝나면서, 안보는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인간
안보와 세계안보 혹은 비군사적 안보라는 더 넓은 비전통적 안보영역으로 확대되
고 있다.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안보의 중심 무대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전통적 안보위협을 안보영역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전통적 안보영역에는 군사력, 군비통제, 외교, 전쟁과 휴전, 무력 충돌,
군사동맹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안보영역에서 다루는 건 아주 익숙해져 있다.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 국제 이주, 테러, 메르스(MERS)/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
은 전염병, 국제범죄, 경제위기, 환경문제 등을 넣을 수 있다. 이는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지만 넓은 범주로 확대되어, 안보 연구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고 비판
받기도 한다.
비전통적 안보 영역 가운데, 터튼과 헨우드(Turton & Henwood 2002)는 Hydro_

politics in the Developing World: A Southern African Perspective에서 비교적
새로운 학문분야인 수정학(hydropolitics)을 여럿 관점에서 지적한다. 그 가운데
물과 갈등, 물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구자들의 관점은 다양하다. 물 갈등과
물 전쟁에 있어, 스와툭과 베일(Swatuk & Vale 2000)은 국가중심의 틀에서 벗어
나 지역 차원에서 남부 아프리카의 물의 관리･분배･사용을 강조하였으며, 앨런
(Allan 2000)은 국제 관계 연구의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물 거래의 낙관적 측면
에서 가상수(virtual water) 개념을 제시하였다. 물과 관련된 전쟁과 환경안보, 평화
구축을 다룬 연구도 있다(Haddadin 2001; Gleick 1993; Dixon 1999; Weinthal
et al. 2014).
터튼과 헨우드(2002, 15)는 물의 관리를 정치화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코펜하겐
학파의 견해에 따라 안전보장화(securitization)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안보
확대론에서 보면 물의 영역이 안보 영역에 속한다는 건 당연할 수 있다. 물의 안전
보장화에 대한 연구로는 <Securtization of Water in Jordan and Israel(Schaefer
2013)>, <Power, Hegemony and critical Hydropolitics(Cascao and Zeitoun
2010)>, <Violations, opportunities and power along the Jodan Riv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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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pplied to water conflict(Zeitoun 2007)>, <Plugging the Gap Working
with the Ilisu Dam as a Security Issue(Warner 2004)>, <Limits of Realism in water
conflict analysis(Selby 2005)>, 등을 비롯하여 여러 글을 들 수 있다(Turton &
Warner 2000).
코펜하겐 학파는 비전통적 분야의 안보 의제가 어떻게 안전보장화(securitization)
되는가 혹은 탈안전보장화(desecuritization)되는가를 현실주의나 이상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통찰한다. 이 글에서 분석의 틀은 코펜하겐 학파의 안전보장화 이
론 즉 우리는 ‘안보’를 발화(發話) 행위로 볼 수 있다(we can regard ‘security’ as
a speech act)란 가설에서 출발한다(Waever 1995, 55). 안보 쟁점이 발화와 수용
에 의해서 안보 쟁점이 되는 것이지, 그 쟁점 자체의 위협적 특질에서 연유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임진강이란 월경하천에 국한해서 보면 한국과 북한
은 물의 정치안보복합체이다. 이에 근거하여 시계열에 따라 임진강 사태를 안전보
장화 혹은 탈안전보장화에서 검토할 것이다. 임진강 사태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정보장화이론에 의한 분석이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관점과 한계성을 지닐지라도, 이 연구가 갈등
의 임진강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게다.
그 분석 단위에는 (탈)안전보장화의 행위자, 기능적 행위자,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referent object), 청중(audience)을 넣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북한에 의한 임진강 유역에서의 수공과 테러를 다루고 있다. 임진강
사태에는 물의 파워 플레이, 물의 파워 비대칭성, 물의 정치 안보복합체와 폭력화
도 함께 포함된다. 이건 임진강 사태가 안전보장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탈
안전보장화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함이다. 결론에서는 임진강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탈안전보장화 발화 동기도 검토할 것이다.

Ⅱ. 코펜하겐 학파의 안전보장화와 그 단계, 분석 단위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를 원래 명확하지 않고 합의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본다.
안보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에 관여하지 않고, 먼저 이 학파의 웨버(Waever)와
부잔(Buzan)을 중심으로 국가중심성의 안보이론에 심하게 방향전환을 하게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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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보의 대상을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세계, 환경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 위협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 접근법을
마련하면서, 대체로 무엇이 안보를 구성하는가는 주관적이므로 무엇이 안보위협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코펜하겐 학파는 안전보장화 과정이 ① 비정치화 ② 정치화 ③ 안전보장화란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보는데(Buzan et al. 1998, 25), 여기에 노이만(Neumann 1998)
은 정치의 폭력화(violization of politics)를 덧붙였다. 자이툰(Zeitoun)도 정치와
정치적 쟁점은 대립적 행동으로 폭력화될 수 있으며, 이런 폭력화에는 전쟁, 강제
군축, 정치적 암살, 점령, 하부 구조의 파괴, 일종의 굴욕, 정신적 외상, 어떤 행동
에 상대가 대응해서 일어나는 다른 결과도 넣을 수 있다(Zeitoun 2007, 213-224)
고 한다. 자이툰은 와르너(Warner 2000, 12)의 기회화(opportunization)를 안전
보장화 단계에 덧붙이고 있다. 기회화란 기회를 이용하는 데 개입하는 역학관계이
다. 행위자가 고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있으면, 기회화의 논리를 정책결정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범위 밖에서 행동과 위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회화도
안전보장화와 같이, 폭력화의 단계로 상승할 수 있다(Warner 2000; Schaefer 2013,
26).
이를 안전보장화의 단계로 나타내면 ❶ 비정치화 ❷ 정치화 ❸ 안전보장화/기회화
❹ 폭력화이다.

안전보장화의 분석 단위는 안전보장화의 행위자,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
상(referent object, 여기에는 개인, 집단, 재산, 환경, 쟁점분야 등이 포함된다),
기능적 행위자(functional actor), 청중(audience)이다. 안전보장화 조처를 취한다
는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안전보장화의 행위자(securitizing actor)는 발화 행위
(speech act)로 어떤 쟁점 가령 임진강 사태가 특정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의 생존에 실제로 위협을 준다고 강조한다. 이런 위협을 처리할 수 있는 특례
조치의 사용 권리를 요청한다. 특례 조치가 무엇인가는 아주 유동적이며, 안전보
장화는 권력의 과잉 혹은 남용, 정상 정치의 중단을 낳을 수 있다. 안전보장화는
청중 혹은 적합한 행위자들의 동의를 거치며, 이런 쟁점에 대처하려면 정상 정치가
멈춰야 한다는 심하게 말하면 비민주적이라야 한다는 뜻이다(Waever 1995, 55).
안전보장화의 행위자도 아니며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도 아니지만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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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행위자와 청중도 안전보장화의 단계에 개입한다
(Buzan et al. 1998, 36). 코페하겐 학파(자이툰)의 안전보장화 이론과 그 단계는
임진강 사태를 해석･이해할 수 있는 생산적 측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안전보장화의 스펙트럼: 안전보장화(탈안전보장화)의 수준, 분석단위.
단계
❶ 단계

비정치화
❷ 단계

정치화

특징

폭력화

안전보장화/
탈안전보장화

◦국가가 이 쟁점을 다루지 않음
◦이 쟁점은 공적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정상적 정치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음
◦정부결정과 자원 분배가 필요한 공공정책
의 일부

◦안전보장화의 행위를 통하여 안보문제로
표현됨(안보 위협으로 지칭하는 행위)
◦안전보장화의 행위자가 이미 정치화된 쟁
❸ 단계
점을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에
안전보장화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발화함.
/
◦정상 정치를 넘어서 예외적 조처를 취함
기회화
◦기회화된 쟁점이 폭력화로 이전될 수 있
음(고차원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회
화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음)

❹ 단계

분석 단위

◦안전보장화의 쟁점이 피를 뿌려야할 전쟁
원인이 되는 단계(쟁점이 정치과정의 정
상적인 범위 밖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환
경과 기회를 크게 제공할 때 폭력화의 단
계에 달함. 쟁점이 폭력을 사용하고 정상
적 규칙을 침해하는 단계로 상승)

출처: Emmers 2010, 138

◦안전보장화
의 행위자,
◦위험에 노출
되어 보호받
을 대상,
◦기능적 행위
자,
◦청중

❶ → ❹
안전보장화
❹ ← ❶
탈안전보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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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류/하류 형 하천으로서 임진강, 물의 안보복합체
1. 월경･공유 하천: 갈등 혹은 협력의 임진강
공유 하천 유역의 유형에 따라 월경 하천은 세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하천
국경형이며 둘째, 상류/하류 형이다. 셋째, 혼합형이다. 임진강은 하천유역을 남북
한이 공유하고 있는 상류/하류 형 하천에 속한다(Gleditsch 2006, 365). 글레디치
(Gleditsch)에 따르면, 갈등 가능성이 다소 높은 하천은 하천 유역을 양국이 공유
할 경우라고 한다. 따라서 하천 유역 공유국이 서로 적대적이고 군사적으로 대치
하고 있다면 상류/하류형 하천과 혼합형 하천에서 갈등 가능성이 높다. 바로 임진
강이 이렇다고 할 수 있다.
임진강에서 상류 행위자인 북한은 수자원을 가능한 한 한국과의 갈등에서 자신
에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며, 하류 행위자인 한국은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여 북한이 이를 악용하거나 한국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방지･예방･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임진강 수자원을 둘러싸고 한국과 북
한 사이에 갈등 혹은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2. 물의 정치 안보 복합체와 임진강
임진강과 같은 공유 하천 분쟁에 안보 복합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부잔(Buzan
1983)은 인간, 국가, 불안(People, states, and fear)에서 국가들의 안보 관심사
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함께 연결되어 이들을 따로 분리해서는 이들의 국가
안보를 감안할 수 없는데, 이런 국가들의 집단을 안보복합체라고 하였다. 그 뒤
부잔과 웨버(Buzan and Waever 2003)도 Regions and Powers에서 ‘단위들이
안전보장화(securitization), 탈안전보장화(desecuritization) 혹은 양쪽의 주요한
과정에 아주 연계되어 있어서 이들을 각각 분리해서는 이들의 안보문제를 합리적
으로 분석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단위들로 된 일단(一團)을 안보복
합체로 못 박고 있다. 같은 책에서 지역 안보 복합체와 연관해서 ‘대부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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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군사적 위협이 긴 거리보다 짧은 거리에서 더 쉽게 전해지며, 불안은 종종 인접
함과 연관이 깊다.’(Buzan and Waever 2003, 11)고 지적한다.
물의 정치 안보복합체(hydropolitical security complex)에는, 지리상 공유 하천
의 부분 소유자이며 엄밀히 말하면 그 사용자이고, 결국 모두가 공유하천을 주요한
국가안보 쟁점으로 감안하는 국가들이 속한다(Schulz 1995, 97, Williams 2003).
이는 물의 (탈)안전보장화(Buzan et al. 1998; Buzan & Waever 2003)에 영향을
미친다(Lindbolm 1995; Schulz 1995; Turton 2001, 21-23). 임진강 유역만을 보
면, 한국과 북한은 물의 정치 안보복합체에 들어간다.
물의 정치 안보복합체는 전통적 안보복합체와 다르다. 한편으로 전통적 안보복
합체는 외부 행위자 혹은 적대적 안보동맹국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조직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물의 정치 안보복합체는 공유 하천 행위자 사이의 갈등(협
력)을 다루기 위해 조직화된다(Kehl 2010, 219). 그래서 임진강 사태에 외부 요소
가 개입해서 협력과 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이것도 한반도의 전통적
안보영역과 다른 점이다.

3. 물의 파워 비대칭: 물의 파워 플레이와 접착성(接着性) 하이드로파워
공유하천인 임진강에 한정해 보면, 물의 파워에 있어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대
칭성은 크다. 임진강 유역을 한국과 북한이 공유하지만, 상류 행위자인 북한은
임진강의 수자원을 지배적 입장에서 활용하여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 임진강 수
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한 상호협력이 양 행위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북한이 변절할지라도 한국이 북한의 변절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임진
강에서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제약된다.
상류 행위자인 북한이 임진강의 수자원에 의한 위협을 하류행위자인 한국에 가
하였을지라도, 방류 사전 통보 약속을 어겼을지라도, 지금까지 잃은 거라고는 거의
없었다. 한국은 그저 당하기만 하였다. 사실 물의 정치 안보복합체에서 이러한
불평등과 힘의 비대칭성은, 공유하천 임진강을 둘러싼 협력과 갈등과 관련된 남북
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Kehl 2010, 221). 임진강의 물의 파워에서,
한국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며, 북한은 부정적인 접착성(接着性) 하이드로
파워(sticky hydropower)를 행사하고 있다(Mea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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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과 한국의 안보적 취약성이 임진강 유역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코펜하겐 학파의 안전보장화 이론에 의하면, 임진강의 물과 관련된
사태를 안보 쟁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상 정치의 영역에 있다고 볼 것인지
또는 비정치화의 단계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주관적이다
(Buzan et al. 1988, 5). 발화행위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을 뿐이다.

Ⅳ. 갈등의 임진강과 안전보장화의 단계
임진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다.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에도 전투가 많았으며, 임진왜란 시에도 교전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
한군이 적성 읍치의 북서쪽에 있는 육계토성 근처의 임진강을 도하하여 남침하였
다. 임진강은 군사분계선을 관통하고 있으며, 유역 공유 행위자인 한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이준선 2002, 100-102). 임진강 하류
유역의 홍수는 되풀이 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임진강의 상류 지역
은 ‘급경사의 좁은 하도이어서 유출시간이 빠르고’ 하류 지역은 ‘하상경사가 낮은
평야지대이어서 조위(潮位)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홍수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하천과 하천 유역 가운데 60% 이상이 북한지역에
있으므로 피해가 한국 측 유역에 가중되었다(신용노 외 2000, 505-508; 김영봉
2006). 따라서 임진강 하류 지역은 북한에 의한 전략적 홍수 바꾸어 말하면 수공에
취약하다.
물을 무기로 사용하는 건 아주 오래되었으며 평범한 사태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고대 아시리아에서도 그 보기를 찾을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마키
아벨리와 다빈치가 그린 군사 프로젝트도 있었다(Masters 1999). 그래서 북한이
임진강 수자원을 군사적 수단으로 동원하는 건 진부한 것이다. 물을 테러 수단으
로 사용하는 것도 흔하다. 상류 행위자인 북한이 임진강의 물을 휴전상태에서 무
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1. 물의 비정치화( ~ 2000년)
대체로 임진강 사태는 탈냉전의 동북아질서가 구체화되기 이전인 2000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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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화의 비정치화단계에 있었다. 안전보장화의 행위자, 위험에 노출되어 보
호받을 대상, 기능적 행위자, 청중 어느 누구도 임진강을 정치화하지도 않았다.
국토부에 의하면 임진강 유역은 서해 조수 영향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한 곳으로
홍수예방사업이 시급하다고 한다(김영봉 2006, 45). 홍수는 국가안보와는 거리가
먼 로 폴리틱스(low politics)로 환경문제에서도 단순한 예방책에 초점을 두었다.
치수의 문제라고 보았다. 임진강을 이용한 북한 간첩 침투가 있었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을 위협하는 건 자연 재해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안보와
연계하는 경향은 거의 없었다. 임진강에서 홍수에 의한 위협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하이 폴리틱스(high politics) 영역에 진입할 수 없었다(Kegley 2006, 564). 안전보
장화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었다.

2. 임진강 사태 : 물의 안전보장화? 탈안전보장화? (2001년 ~ 현재)
동북아지역에서 탈냉전 질서가 안정화되면서 공산주의 몰락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자 북한은, 임진강에서 수공을 체계적으로 시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안전보장화의 단계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기로
한다.

1) 1차 수공(2001년 10월): ❶ 비정치화 ← ❷ 정치화
2001년 10월 10일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로 한국에서는 어선 14척이 부서지고
11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 안보 확대론자에 따르면, 그것이 한국시민이든, 그
재산이든, 그 환경이든,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에 대한 안보위협이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기능적 행위자인 뉴스 미디어를 보면, <북 임진강 상류
댐에서 느닷없이 방류 - 파주, 연천 물벼락> (경향신문) <임진강 홍수 피해 북한
탓?> (국민일보) <임진강물난리 북 댐 범람 때문> (문화일보) <북임진강 상류 댐
방류...우리 어민들 2억대 피해> (서울신문) 등의 제목으로 각 신문은 5백 자 이하
로 짧게 보도한다. 대체로 수공의 주체가 북한이 아닐 거처럼 그렸다.
발화 행위자인 정부도 북한의 4월 5일 댐이 3천5백만 톤 정도로 소규모여서
수문을 일시에 열더라도 임진강 수위를 급격히 상승시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북한지역의 집중호우 때문일 거라고 하였다.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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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대상이며 동시에 발화행위자인 임진강 하류의 어민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국민일보). 아마도 청중이 1차 수공을 안
보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듯했으며, 정부가 예외적 정책을 취하지도 않았
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4월5일 댐 아래 한국 측 지역에 소극적인 조처인 자동우
량 관측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설치하였다(동아일보).
안전보장화의 행위자인 정부는 기회화/정치화를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일반적
으로 정치화라기보다는 비정치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 탈안전보장화를
넘어서 탈정치화하려고 하였다.

2) 2차 수공(2002년 9월): ❶ 비정치화 → ❷ 정치화
2002년 3월 발화행위자인 한국정부는 임진강 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의 하나로
군남댐 건설을 계획하기도 하였다(매일신문 2010.10.26.).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
을 통하여 임진강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이상(理想)을 추구하였다. 2002
년 남북공유하천의 수해를 막기 위해 남북협의를 추진하고 임진강유역 공동조사
및 공동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2002년
8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임진강 수해 방지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애써
수해 방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차 수공 이후 한국정부는 임진강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화 단계를 일시적으로 추구하였다.
2002년 5월 31일 북한은 한국 측에 방류계획을 통보하고 3주 정도 방류하였다.
이상하게도 북한은 곧바로 2002년 9월 1일에 임진강 하류 유역을 향하여 무단
방류를 하였다.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인 파주시와 연천군의 어민은 6천
여 만 원어치의 어구 피해를 보았다(동아일보). 이는 사려 깊은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에 대한 기습적･기만적 안보 위협으로 추론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자인 뉴스 미디어를 보면 <북 ‘4.5댐’ 무단방류 임진강변 어구유실...
경고방송 안 나와 피해 커져> (동아일보) <파주-연천 어민 북 4.5댐 방류로 어구유
실 피해> (동아일보) 1차 무단방류 때와는 달리,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원인을 일부 경고 방송에 돌리고 있다. 한국정부에 부분적 책임을 묻고 있다.
연천군의 어민은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와 연관된 발화행위자
이며 동시에 기능적 행위자인 파주시와 연천군 관계자는 태풍 루사에 대한 대비책
을 마련했고 경고 사이렌도 울렸다고 해명하였다(동아일보). 하지만 지난 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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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보시스템은 반응하지 않았고 파주시 적성면 일대의 주민은 경보 방송 시스템
이 없어 피해가 컸다고 한다(동아일보). 2차 수공에 대한 책임을 안전보장화 조처
를 취하지 못한 발화행위자에게 추궁하였다.
발화행위자인 한국정부는 북한과 임진강 수해방지 현지조사 등에 대한 합의를
북한과 계속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여러 남북한교류가 한반도 화해분위기에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하였다(헤럴드 경제). 2004년에도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수공을 탈안전보
장화하는 게 남북한관계에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2003년 5월과 2004년 7월 북한
이 수해방지를 위해 방류계획을 한국에 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기만을
당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정상 정치 말하자면 남북협력의 틀 안에서 임진강사태를
해결하고 싶었다.

3) 3차 수공(2005년 9월): ❷ 정치화 ← ❸ 안전보장화/기회화
북한은 2004년 7월 30일 한국 측에 방류계획을 통보하고 약 2주 동안 방류하였
다. 역설적으로 2005년 9월 2일 북한은 한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4월 5일 댐에서 무단 방류하여 갑자기 임진강 하류에 물이 불어나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난리를 겪었다.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인 어민들은 어구 약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2차수공의 재판이었다.
기능적 행위자인 매스 미디어를 보면 <북‘임진강댐 폭우로 자연방류’ 해명> (경
향신문), <북 임진강 방류로 남피해 유감표명> (한국일보) <북 댐 방류로 임진강
물난리> (한국일보) <북서 댐방류...연천･파주 어민 피해> (서울신문) <북 임진강
댐 무단 방류 정부 재발방지책 촉구> (경향신문)라고 쓰고 있다. 북한 측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보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한 신문(한겨레)은
북한의 무단방류를 북한지역에 홍수발생가능성을 우려해 취한 조처로 보기도 하였
다.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인 임진강 하류 주민은 ‘4월 5일 댐에 하류까지
물이 내려오려면 3-4시간 걸리므로, 10여 시간 정도 전에 댐 방류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재발방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발화 행위자인 통일부는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사전 통보 없는 방류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한국일보). 남북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
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하였다(경향신문). 이에 대해 북한도 유감스럽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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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폭우에 의한 자연방류가 그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방류계획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이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경향신문). 한국정부는
여전히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았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안전보장화 단계에서 몽땅 발을 빼려고 한 것 아니었다.
한국은 2005년 9월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해 한탄강 댐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
하면서, 임진강 유역에 일종의 방어 성격의 홍수조절용 댐을 세우기로 계획하였다.
북한의 황강댐이 완공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물 부족이나 북한의 무단방류에 대처할
수 있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함이었다(자유아시아 방송). 그래도 한국정부의 발화
행위를 풀어보면, 한국정부는 안전보장화 혹은 기회화라기보다는 정치화가 더 중
요하다고 보았다. 청중은 침묵하였다.

4) 4차 수공(2006년 5월): ❶ 비정치화 ↔ ❷ 정치화 ← ❸ 안전보장화/
기회화
2006년 5월 6일 사전 통보 없는 북한의 4월5일 댐의 무단 방류로 임진강 하류
유역인 연천･파주 지역이 수해를 입었다. 어구 약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당하였
다(Radio Free Asia).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안보위협이다.
기능적 행위자인 뉴스 미디어를 보자. <연천･파주 또 수해... 북 댐 방류탓?>
(문화일보)는 물음표를 달고 있다. 발화행위자인 한강홍수 통제소와 파주시는 갑
자기 강물이 불어 피해를 보았다고 하였다. 건설교통부도 북한의 인위적인 전략적
홍수가 아니라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걸로 발표하였다(동아일보).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인 어민은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하여 집중호우
때처럼 강물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국제법상 북한이 댐 방류를
사전에 통고하고 피해를 보상할 있도록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라고 촉구하였다.
기능적 행위자이며 동시에 발화 행위자인 ‘전문가들은 수위가 서서히 높아진데다
가 장기간 내리는 비가 아니고 가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댐을 방류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일 수 있다.
중앙일보도 <연천･파주 반복되는 물난리 북한 댐 방류탓?>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순진하게도 국제법에 의해 4차 수공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도 하였다(연천
닷첨, 중앙일보). 북한의 책임과 무책임을 동시에 발화하고 있다.
임진강에서의 수공이 4차례 되풀이되었지만, 발화행위자인 한국정부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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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치화/정치화/기회화 단계를 오락가락하면서 다시 비정치화의 단계와 정치화
의 단계에 양다리를 걸쳤다. 공적인 논의가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보기를 들면, 2006년 6월과 2007년 12월에 한국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
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우려를 전달했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그런데
2007년 5월 17일쯤 북한의 댐방류로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인 임진강
하류 어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발화행위자인 파주시 관계자는 왜 물이 불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동아일보 2007.5.23.; 데일리안 2009.9.8.).

5) 5차 수공(2009년 9월): ❶비정치화 → ❷ 정치화 ↔ ❸ 안전보장화/
기회화 ❹ 폭력화
북한이 2007년 황강댐을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군 정보당국은 2009년 2월 준공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황강댐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된다. 북한 황강댐
의 저수 용량은 팔당댐의 약 1.5배나 된다(DailyNK). 북한은 2009년 2월 황강댐에
물이 차자, 3억 5천만 톤의 대량 물폭탄을 하류 행위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군 정보당국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황강댐을 완공하고 몇 개월
뒤에 대규모 수공을 감행하였다.
2009년 9월 6일 새벽 임진강 하류유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임진강 수위가
1시간 새 1m 높아졌다. 그 결과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고립되고 차량
10대가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으며, 훈련에 참여한 탱크 1대가 봇물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이 황강 댐에서 4천만 톤의 물을 방류하였기 때문이었다.
민간인에 대한 일종의 테러이며 비군사적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황강댐은 임진강
의 본류의 물꼬를 예성강으로 돌려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등에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거라고 보기도 하였다(중앙일보). 북한에 의한 물의 폭력화라고 미
루어 생각할 수 있다.
기능적 행위자인 뉴스 미디어를 보면, <임진강 사고, 경보장치 고장으로 인한
인재> (오마이 뉴스) <임진강 참사...경보 없었다. 결론> (매일경제) <임진강 참사
수공 연천군...> (프라임경제) <정부 댐방류 북 의도성; 집착 혼선> (경향신문)
<임진강 야영객 실종･사망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 (이데일리) <김태영 국방부 장
관 후보자, 북 댐방류 수공 증거 없다> (경향신문) <임진강에서...국제하천으로
관리해 분쟁 막는다> (경향신문) <임진강 참사 군부대도 책임 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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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댐 방류는 수공> (대전일보) <1년 전 북측댐 물폭탄 경고했지만 중앙정부
무시> (오마이 뉴스) <군 황강댐 방류 수공 아닌 단순한 방류일 것> (아이콘 TV)
등 이다. 혼란스러운 발화 행위이다.
김춘식(2009)은 9월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한 한국의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언론(신문)의 발화 행위를 분석하였는데, 우리 측의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 임진강
댐 방류의 동기,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 북한의 미흡한 해명에 대한 비판적 언론,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로 인한 인명 피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정치권
의 입장, 북한의 댐건설 및 관리 태도 비판 인명피해 유가족의 모습 순서로 보도되
었다고 한다. 언론보도 대부분은, 임진강 방류사태가 북한의 수공에 의한 것인지
댐 자체의 결함 혹은 댐 공사 과정에서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는 견해를 내면서 책임을 북한이 아니라 한국 정부시스템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게다.
한국정부의 발화 행위는, 북한의 의한 사려 깊은 전략적 홍수의 전조로 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의한 물의 무기화를 말하면서도, 그 방어책
은 불확실하다. 예컨대 국제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어수룩한 카드를 다시
내놓고 있다.
이를 기회화의 단계로 활용할 수 있었을지라도, 2009년 10월 한국은 북한과 임
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다시 하였다. 두 차례의 기만적 수공을 당했지만, 아마
도 댐의 물을 북한이 방류할 때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 걸 곧이 믿은 듯하다. 따라
서 한국은 이런 합의로 안전보장화 단계로 진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치화의 단계에 머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비정치화의 단계로 돌리려고도 하였
다. 북한의 수공에 의한 민간인 6명의 죽음과 국가안보 위협의 지명(指名)하고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6) 2010년 7월 군남댐 완공: ❶비정치화 ❷ 정치화 ↔ ❸ 안전보장화/기
회화 ❹ 폭력화
발화행위자인 정부와 기능적 행위자인 언론은,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 군남댐
을 정부가 예정보다 14개월 앞서 완공했다고 말하고 있다. <군남댐 가동 D-2, 임
진강 물폭탄 걱정 뚝>(중앙일보) <군남댐 1일부터 가동/임진강 홍수 북 무단 방류
대비 조기 완공> (한국일보)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지 본 댐 가동>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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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댐 완공, 임진강 물폭탄 걱정 덜어> (경인일보) <‘북무단방류대비’ 임진강
군남댐 조기 완공> (동아일보) <‘북 무단방류 걱정 끝’...임진강 군남댐 완공> (서
울경제) <임진강 홍수 조절용, 군남댐 완공> (매일경제) <임진강 홍수대비 ‘군남
댐’ 준공> (파이낸셜 뉴스) 등이다. 홍수방지･물폭탄･무단방류에 비유하고 있다.
이건 앞에서 지적한 발화 행위의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
즉 물폭탄이라는 용어를 은유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화행위자로서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군남댐을
조기 완공하였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일부 기능적 행위자는 군남댐이 홍수조절
용이며,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두기도 한다. 발화행
위자와 기능적 행위자는 임진강 사태가 안전보장화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관점에
서, 비정치화의 단계/정치화의 단계를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청중도 그러하였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남댐이 북한의 수공을 끝내 줄 거라고 기대
한 듯하다. 물폭탄 뚝 그리고 조기완공이라는 기능적 행위자의 지적을 떠올리면
이는 그럴 수 있다.

7) 6차 수공(목함지뢰 테러, 2010년 8월): ❶비정치화 ↔ ❷ 정치화 ←
❸ 안전보장화/기회화 ❹ 폭력화
2009년 10월 남북한이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원칙에 따라 수해(?)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010년 8월 2일 임진강 지류 근처 민통선 지역에서
북한지역인 임진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목함지뢰를 주워서 나오다가 한 발이 터져
민간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 이건 민간인에 대한 것이든 전투원에 대한
것이든 무차별적･직접적 테러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을 뺀 거의 대부
분의 국가에서 생산･비축･사용이 금지된 가장 비인간적인 무기인 지뢰를 임진강
을 이용해 북한이 내려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Mattew et al. 2004).
기능적 행위자인 뉴스 미디어를 보면, <군 북한 목함지뢰 176발 수거...수색지
속> (아시아투데이) <대한민국은 전쟁중?> (한국일보) <북 목함지뢰 고의 유출했
을 수도> (KBS) <북 목함지뢰 의도적 유출 가능성 주시> (한국일보) <북 목함지뢰
의도적 유출?...> (국민일보) <정부정보당국자 ‘북, 목함지뢰 의도적 유출 가능성’>
(세계일보) <목함지뢰 유출 ‘의도성’ 정밀분석...추가도발 우려> (매일경제) <목함
지뢰, 북 의도적 유출가능성 정부 정보 당국자 밝혀> (문화일보) <떠내려 온 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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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북이 의도적 유출> (헤럴드경제) <김무성 ‘북한, 위협적 형태 즉각 중단해
야> (KBS) <남북공동 지뢰제거를...> (경기일보) <해수욕장, 그물안전망 설치...
강화군, 목함지뢰 대책마련> (서울신문) <남북공동지뢰제거 촉구결의안 발의> (세
계일보) <탈북 목함지뢰 공포> (경기일보) <강화도서 목함지뢰 2발 추가발견...피
서색 발길 뚝> (머니투데이) <목함지뢰 8발 추가발견...일부해수욕장 폐쇄> (SBS)
<폭우 인한 지뢰유실 방지책 세워라> (강원일보) <목함지뢰 강화피서지 직격탄>
(서울신문) <강화연천’ 북 목함지뢰‘ 비상> (한겨례) <국방부 북한에 지뢰사고 재
발방지 촉구> (매일경제) 등이다.
하지만 발화행위자인 정부는 8월 2일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도 일대에서
발견된 목함지뢰를 북한이 고의로 방출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북한지역의 홍수로
매설됐거나 보관 중이었던 것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였다(MBC). 그런데 8월 11
일 정부는 ‘단순히 홍수에 따라 밀려 내려온 게 아니라 북한이 의도적으로 유출시
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고치면서 북한에 서한을 보내 관리
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였다(한국일보).
목함지뢰 테러 사태에서는 민간인 1명이 죽었음에도, 발화행위자인 정부는 북한
에 의한 고의 목함지뢰 방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능적
행위자인 언론은 대체로 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걸 요청하였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정치화의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다
는 말이다. 안전보장화/기회화의 단계에로 나아가는 걸 꺼렸다. 한국정부는 2010
년부터 6년 동안 목함지뢰 259발을 수거했다고 한다(연합뉴스). 이런 민간인의
피해가 없었다면, 북한에 의한 지뢰테러의 결과는 끔찍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017년 지금도 북한에서 떠내려 올 수 있는 목함지뢰를 조심하라고 국민에게 경고
하고 있다(서울경제). 한국정부는 정치화의 단계와 비정치화의 단계를 오고가고
있다. 6차 수공 이후, 청중 그리고 정부를 뺀 발화행위자는 침묵하였다.

8) 7차 수공(2016년 5월): ❶비정치화 ↔ ❷ 정치화← ❸ 안전보장화/기
회화 ❹ 폭력화
2016년 5월 16일(17일) 북한이 무단 방류함으로써, 임진강 하류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중앙일보 2016.5.18.).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인 ‘파주시 문산읍의 160여 가구 어민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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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어촌 계장은 재앙수준’(YTN)이라고 발화하면서, 군남댐의
방어역할을 의심하고 있다.
기능적 행위자인 언론보도를 보면, <임진강 물폭탄, 북한 수공으로 새로운 도발
시도?> (MBN), <통일부 북, 임진강 댐 일방적 방류 유감, 계획 수공 여부 판단
유보> (중부일보) <임진강 물폭탄 북한 한밤기습> (중앙일보) <임진강 군남대 수
위 급격히 늘어...북, 홍수 가능성>(연합뉴스) <북, 임진강 기습방류, 수자원공사
대응책은?> (뉴스1) <북한의 새로운 도발, 수공? 심야에 임진강 무단 방류> (국민
일보) <임진강수위 급격히 불어나...북, 댐 방류했나?>(세계일보) <북한이 임진강
물폭탄으로 파주어민 물난리 피해> (아주경제), <임진강 군남댐 갑자기 수위상
승...북한 수공 가능성 제기> (조선일보) 등이다. 수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보도
이다. 수자원공사를 문책하는 기사도 있다.
발화행위자인 정부는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북한을 비난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단방류한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2009년 10월 합의를 준수
하라고 하였다. 그래도 정부는 북한이 무단 방류를 했다고 해서 수공이라고 단정
하긴 어렵다면서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VOA).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
의(NSC)에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남북관계 경색을
원인으로 돌리기도 하였다(중앙일보). 발화행위자인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 없다고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대응하면 되는 문제라고 응수하였다(조선일
보). 기능적 행위자들과 발화행위자는 <물폭탄 걱정 뚝>이라는 2010년 보도된 군
남댐의 방어적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도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다른 기능적 행위자는 군남댐을 평화의 댐에 빗대면서 <...무용지물
된 군남댐을 어찌하리...“북측 배려해 정부가 군남대 규모 축소 지시”>(주간동아
2016.7.13.)라고 적고 있다. 청중과 시민 단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단위들은 안전보장화 혹은 기회화가 아니라 정치화 혹은 비정치화 쪽으
로 기울고 있다.
북한의 수공과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발화행위자와 기능적 행위자, 청중은 대체
로 비정치화 혹은 정치화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수공은 기상 조건에 제약되지만,
타이밍이 맞으면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전개된 임진강에서 북한의 수공을 보면, 한국의 우기와는 관계없는, 10월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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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월1일, 9월 2일, 5월 6일(5월 17일), 9월 6일, 5월 17일(16일), 6차례 전략적
홍수를 사려 깊게 야기한 듯 하며, 가장 비인간적인 무기인 목함지뢰 테러는 우기
인 8월에 감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국에 두 차례 방류 통보를 한 직후에
북한의 수공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덧붙일 수밖에 없다. 일종의 기만전술일 수 있다.
합쳐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었고,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1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는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 환경에 대한 무차별적･지속적 형태
의 공격이었다. 북한은 임진강의 수자원을 동원한 물폭탄 실험(?)을 되풀이하면서,
물폭탄의 위력을 정교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뢰 테러 수단으로 임진강 수자원을
이용하려고까지 하였다. 한국 측의 피해규모가 시기적으로 다른 이유는 기상조건
때문이다. 동물과 식물, 토양을 포함한,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해야할 대상에 대한
목함 지뢰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뢰의 수명은 100년이 넘는다.
시계열로 검토한 임진강 사태는 남북협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협력
이란 남북한이 공동 편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며,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행동을 조정하는 걸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Frey 1993, 57). 분명한
건 임진강사태가 갈등상태라는 것이다. 임진강 사태는 위협적 사건(threatening
event)이며, 안전보장화되어야 한다는 게다. 하지만 기회화 혹은 안전보장화하기
보다는, 탈안전보장화되고 있다.

V. 마무리
안전보장화 이론에 바탕을 두어, 2000년 이후 전개된 임진강 갈등사태에서 정부
의 발화행위와 기능적 행위자의 뉴스 미디어 분석,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
의 주장, 청중의 반응을 따져 보았다. 임진강 사태를 안전보장화할 것인가 아니면
탈안전보장화 할 것인가의 여부는 대체로 정부행위자의 발화행위에 의해 결정되었
다. 마치 배의 이름을 붙이거나 두 남녀의 성혼을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임진강 갈등에서 북한의 위협이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과는 관계없으며,
청중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은 이러한 안전보장화의 행위자 즉 국가행위자
의 발화에서 나왔다는 것이다(Austin 1975, 6). 이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전보장화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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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안보위협과는 다르게, 임진강 수공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안전보장화 조처를 취하거나 정치화 단계로 나가는 걸 삼가고 있다.
기회화의 단계에서 보면, 남북한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화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도 않고 있다. 여전히 남북한 협력에 의해 임진
강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발화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홍수 혹은 목함
지뢰 테러가, 북한의 고의성이 없거나 잘못이 없을 거라는 식의 발화도 되풀이된
다. 지켜보자는 식의 정책(wait and see policy)을 10년이 넘도록 고수하고 있다.
기능적 행위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여기에 대해 청중이 지지 혹은 묵인, 동의
하는지는, 아리송하다. 아마도 묵인하거나 곧 잊어버리는 듯하다. 7차 수공 이후에
도, 군남댐의 방어역할과 조기경보체계에 대해 말없이 가만히 있다. 이는 전통적
안보분야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언론의 발화행위와 비교하
면 쉽게 이해하여 알 수 있다.
임진강 사태에서는 다른 행위자인 여야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 혹은 시민사회는
거의 발화하지 않고 있다. 이건 다른 분야 예컨대 사드 배치, 천안함 폭침 사태,
서해 해전, 몇몇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과는 다른 현상이다. 임진강 사태 분석에서,
언어 게임(language game)을 빼면 안보 문제는 없다(Balzaq 2005, 181)고 부풀려
지적할 수 있다.
안전보장화의 행위자의 발화와 기능적 행위자는, 임진강 사태의 상황(전후관계)
을 수정･왜곡할 수 있다. 임진강사태를 안전보장화하지 않으려는 행위자의 동기를
보면, 첫째, 물의 안보복합체로서, 하이드로파워의 불균형과 비대칭성을 들 수 있
다. 이건 하류 행위자에게는 당연하며, 한국이 뾰족한 대응 수단을 마련하기 어렵
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북한에 의한 임진강 수자원의 무기화에 대해선 한국은 부인도 시인도 하
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안전보장화/폭력화의 단계를 제외하고는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기회화도 거의 성과가 없었다.
한국이 임진강사태에서 안전보장화의 단계에 진입한다면, 비전통적 안보영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낳고 이는 다른 많은 남북한 사이의 갈등요소들과 결합하여 파국적
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할 수 있다(Schaefer 2013, 93-94). 임진강
사태에서 물이 하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면, 사실 남북한관계의 본질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럿 지침 가운데 하나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듯하다. 한국정부는 임진강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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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전보장화하는 걸 필시 낡아빠진 걸로 보면서, 탈안전보장화가 정치적으로
보아 바르다고 생각하는 듯하다(Floyd 2010, 3-4, 27, 56, 118). 북한의 물폭탄
실험과 수공,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러하다.
셋째,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을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여전히 군사적 측면
의 안보를 일차적인 걸로 여긴다. 즉 7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과 7명의 전투
원이 목숨을 잃은 걸 같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주로 정치지도자, 엘리트 등으로
구성된 발화행위자는, 북한의 임진강 수공과 목함지뢰 테러란 쟁점을 안전보장화
하든가 안 하든가란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안전보장화의
행위자가 북한의 수공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이들이 지닌 사
고방식에 의해 임진강 사태란 쟁점을 안전보장화하거나 탈안전보장화할 수 있다.
정보 접근권을 독점하고 있는 안전보장화의 행위자가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
해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미디어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O’Reilly 2008, 69). 정치적 동기가 안전보장화의 수준에
개입할 수 있다. 가령 정치가들이 국민의 지지와 인기를 얻거나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할 수 있다(Emmers 2010, 144).
넷째, 청중은 집단적으로 동의하거나 안전보장조처에 반대･찬성하거나 정치지
도자의 발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진강 사태에서 청중은 대체
로 정부의 발화를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인다. ‘만약 안보를 발화행위라고 하면, 이는
동시에 침묵의 생산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Hansen 2000, 306 Matt McDonald
2008에서 재인용)고 볼 수 있다. 청중과 발화행위의 성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임진강 사태에서 기본 입장이 정부의 발화행위자에 의해 형성되
기 때문이다(McDonald 2008). 실질적 위협과 그 객관적 평가와는 관계가 적다.
마지막으로, 안전보장화로 득을 보는 행위자와 탈안전보장화로 해를 보는 위험
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안전보장화(기회화)의
동기이든 탈안전보장화의 동기이든 여기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 어쩌
면 전통적 안보분야에서도 안전보장화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의
임진강 수공의 있음직한 결과에 대하여 청중이 무지하면 할수록 발화행위자와 기
능적 행위자는 일반화할 수 있는 미덕과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신이 보기에
골치 아픈 안전보장화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가능하면 안전보장화를 회피하고
탈안전보장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일 수 있다는 규범적 어프로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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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일 수 있다(Buzan et al 1998, 29). 사실 안전보장화에는, 비밀, 정당한
규범과 절차의 침해 그래서 탈 민주화, 남북한관계의 비틀어짐 및 폭력화, 정부지
지･여론의 악화 등을 함께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Balzacq et al. 2014).
발화행위로만 접근하면, 한국정부는 임진강 사태를 애써 탈안전보장화하고 있
다는 걸 알 수 있다. 안보 의제에서 임진강 사태를 빼려고 하는 듯하다(Waever
et al. 1993).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다루지 않으
려고 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에 대한 위협의 수준을 낮추고 있다
(Buzan and Waever 2003, 489). 임진강 사태를 가장 좁게 보면, 안보 구축의
형태가 국가 행위자와 기능적 행위자의 발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Mcdonald
2008; Does 2016, 6).
지나고 보면 혹은 멀리 보면, 북한의 임진강 수공을 탈안보화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국가중심의 현실주의를 넘어서 인간안보 수준에서 임진강
사태를 안전보장화하는 게 훨씬 더 큰 규범적 효용과 미덕을 낳을 수 있다(Floyd
2010).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발화 행위와 관계없이, 임진강 사태에서 북한이 우월
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적대적인 접착성(接着性) 하이드로파워(sticky hydropower)
를 휘두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안보 확대론에 근거를 두어 북한의 수공
에 대한 방어･공격 조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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