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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 창발과 미래 사회 및 자연환경 변화예측

The Emerging security initiatives and forecasting future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changes
정민섭*, 남궁승필**, 박상혁***

Min-Sub Jung*, Seung-Pil NamKung**, Sang-Hyuk Park*** 

요 약 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

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

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

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

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

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

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국가, 미래사회, 안보, 자연환경, 변화예측

Abstract In that this study is a subject and character of risk, emerging security covers non-military areas in 
addition to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human security, resource security, and cyber 
security. The rise of these risks is not only changing the phenomenon of the new expansion of security areas, 
but also the expansion of the number and scope of security entities and the aspect of security world politics. 
These risks are transnational security issues at the global level in terms of their nature and extent of the 
damage, as well as multi-layered ones that affect local and personal security issue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In addition to national actors, non-state actor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civil society, and furthermore, technology and social systems themselves are causing 
risks. Therefore, to solve the new security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dle-level and complex 
governance mechanism that is sought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beyond the fragmented dimension of the 
occurrence of new security issue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frame of perception, and to predict 
and find ways to respond to new security paradigm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a broader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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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흥안보의 이슈는 일상생활의 미시적 차원에서 발

생하는 안전의 문제들이 특정한 계기를 만나 거시적 국

가안보의 문제로 증폭되며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

자, 하물며 비인간 행위자까지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

발생원인과 확산경로 및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

지 않다. 신흥안보 분야의 위험은 전례 없던 극단적 사

건의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위

험의 발생 및 확산의 양상도 개별 신흥안보 분야들 간

의 상호 연계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저한 예측과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전통

적 위협보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신흥안보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신흥안보의 개념

과 주요 특징 및 창발의 조건과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

한 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① 초연결 사회와 사

이버 안보, ② 인구구조의 변화, ③ 지구의 기후 변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뤄 본 연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신흥안보 창발 메커니즘

1. 신흥안보의 개념

신흥안보는 비전통 안보로 대변되던 기존의 소극적

인 개념화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안보

현상을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신흥안보라는

말은 단순히 새로운 안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신흥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Emergence’의 번역어이다. 자

연과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창발’이라고 번역하는데, 안

보라는 말과 합성을 고려하여 ‘신흥’이라고 번역하였다.

개념어로서의 ‘신’흥 또는 ‘창발’이란 의미는 미시적 단

계에서 단순하고 무질서한 존재에 불과했던 현상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이는 가운데 상호 연계성을 증대

시킴으로써 거시적 단계에 이르러 일정한 패턴과 규칙

성, 즉 ‘질서’를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안보의

개념과 연결시키면 신흥안보란, 미시적 차원에서는 단

순히 소규모 단위의 안전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거시적 차원으로는 대규모 단위의 안보문제가 되는 현

상을 의미한다[1].

2. 신흥안보의 특징

신흥안보의 특징은 개별 신흥안보 이슈에 따라서 다

르게 나타나기까지 보편적 해법의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다 보니 당연히 그 위험

의 정체를 놓고 다양한 담론과 억측이 난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신흥안보 분야의 갈등이 전통안

보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

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흥안보 분야에서 발

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으며, 위험

의 규모와 성격이 단지 전통안보의 문턱을 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국가 차원의 중요한

안보문제가 아니라고 미뤄놓을 수만 없다.

더욱이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

는 새로운 위험들이 국가안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

다. 이는 탈냉전,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현상을

배경으로 출현한 이러한 위험들은 예기치 않은 천재지

변 외에도 인간이 개발한 기술 시스템의 오류나 사회시

스템의 위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5년여 동안

동북아에서 발생한 사례만 보아도, 중국발 스모그와 미

세먼지의 초 국경적 피해,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사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미•중 사이

버 갈등, 동남아와 한국에서 발병한 사스(SARS)와 메

르스(MERS)의 확산,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

던 종류의 재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시

스템 내 여러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해당

분야의 안전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 전반에 피해를 주

는 새로운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2].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포탄이 날아오고 총에 맞아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만큼

이나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전염병에 걸려서 삶이 위태

로워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신흥안보 분야의 사

건들은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급속히 확산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어

려운 난제들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냉전기 안보

관에 기원을 두는 전통안보를 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겠다는 접근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복합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흥안보는 시스템

내 미시적 상호작용이 양적으로 작용하여 늘어나고 질

적으로 변화하여 이른바 양질 전화의 임계점을 넘어서

게 되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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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전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신흥안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의 이슈 연계성이 높아지면,

어느 한 부문에서는 미시적 안전의 문제였던 것이 국가

전체의 거시적 안보문제가 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이러

한 신흥안보 위협의 특징은 다음 (표 1)로 제시할 수

있다.

표 1. 신흥안보 위협의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s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구 분 내 용

① 잠재성

· 평소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미미한 형태로 나타나

심각한위협인식을못하거나양적확대, 질적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일정단계를 넘어서면 위협이 급격히 상승

②불가측성
· 잠재성이있어언제, 어디서, 어떤형태로발생할지예

측이 어려움

③ 다양성

· 전통안보는국가가주체이자대상이나, 신흥안보위협

은미세먼지, 바이러스, 사이버공격등비인간적영역을

포함

④초국가성
·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일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는 특징

⑤ 연계성
· 여러형태로발생하지만, 이슈 상호간밀접한관계속

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위협의 수준도 상승

출처 : 국가전략연구원(2018), 신안보 총람.

3. 신흥안보의 창발

신흥안보의 창발은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 전통안보

및 비전통의 구별이 무색할 수 있으며, 창발의 가능성

을 지니고 있는 신흥안보의 이슈들은 언제, 어떻게 국

가적 중대사안이 되어 국가 행위자들간 갈등의 빌미가

되거나 협력이 필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며 이는 다음

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시스템

분야는 정체성 안보, 경제안보, 인권안보, 사회통합 안

보, 해양안보, 이주 안보 등이 해당된다. 둘째, 자연 시

스템 분야는 식량안보, 환경안보,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인구안보, 해양안보 등이 해당된다. 셋째, 기슬시스템

분야는 사이버 안보, 보건안보, 원자력 안보, 보건안보,

테러범죄, 이주 안보 등이 해당된다.

신흥안보 이슈들간의 질적 연계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느 한 부문에서 발생한 안보의 문제가 임계점을 넘어

서 거시적 안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분야에서 발견된다. 기후 변화는 이슈 연

계성이 높은데,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재해뿐만 아니라

수자원 및 식량부족과 연계되면서 환경안보로 창발된

다[3].

Ⅲ. 미래 사회 변화예측

1. 초연결 사회와 사이버 안보

2050년 미래 세계는 개인ㆍ조직ㆍ국가가 인터넷 플

랫폼으로 연결, 수많은 디바이스가 스마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AIㆍBIG Data 융합으로 기술사업 구조가 센

서로 연결되어 짐에 따라 테러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발전은 사이버 용병, 국가지원 공격자

등으로 주체가 다변화하고, 공격목표도 단순 범죄가 아

닌 파괴적, 목표 지향적으로 심화 될 것이다.

주변국의 사이버 안보 대응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사이버 공간을 제 5전장으로 규

정하고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사이버 안보 총국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를 전담하면서, ①최소한의 인터넷규

제와 ②민ㆍ관ㆍ학이 사이버를 주도하고 ③법제도 정

비 즉, 기술 방어와 방어 전술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다섯 가지를 사이버 위협으

로 지정하였다.

중국은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라고 명하고, 사이버

공간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미국견

제를 위해 “인터넷 안전 없이 국가 안전이 없다” 면서

미국 주도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에 반대하고 러시아 등

주변국과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사이버 안보전

략 일환으로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의 4대 기본원칙으로

6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일본은 2009년 한국의 D-DOS 공격이후 국가정보보

호센터를 출범 후 체계적인 사이버 업무를 강화하고 있

다. 특히, 사이버 방어역량 구축을 위해 군 자위대 조직

과 결부하여 중앙집권화 체제로 안보와 군사를 통합하

면서, 미ㆍ일 사이버 안보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사

이버 안보 체계로 전환, 경제적ㆍ기술적인 우위를 바탕

으로 중ㆍ러ㆍ북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

다.

미래 예상되는 사이버 공격은 ①의도된 사이버공격 :

전문직 해커가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고 불만 세력을 공

격하거나 일방적인 사이버 공격의 정보해킹 형태이다.

②전략적 정보전쟁 : 대규모, 경제적, 정치적 이익 달성

(핵티비즘), 은밀하게 공격을 위해 악성코드 유포, 사회

공황 발생시키는 사이버 테러 형태이다. ③미래 사이버

군비경쟁 : AI무기ㆍ드론 무기, 자율공격형 무기,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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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WAR-ROBOT, 비인간 사이버전 심화, 국제적, 사

회적 위협증대, 피해 소규모 침입시도, 시스템 침해

D-DOS 4차산업 물리적 공격=사이버 공격, 사이버 확

보경쟁 심화, 사이버 권력자원,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결국, 사이버 공격이 보다 지능화 복잡화되고 나아가

정교한 악성코드와 사회 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

혼란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국가 단위의 테러리즘 형

태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2. 인구구조의 변화

현재 약 75억 5천만 명인 세계 인구는 앞으로 2040

년에는 약 90억 명, 2050년에는 98억 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은 인구 감소를, 저개발국

은 인구 과잉의 상반된 현상을 띠게 될 것이다. 선진국

의 인구절벽은 생산 인구의 부족을 비롯하여 국가 운영

전반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저개발 국가의 인

구 과잉은 식량부족, 빈곤 증대, 대량 실업, 정치ㆍ사회

적 혼란 등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국가 간의 인구

격차 심화는 국제적 이주민이나 난민의 증가로 이어져

국제 및 국내 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미래 추계 그래프

는 다음 (그림 1)로 제시할 수 있다.

출처 : 통계청(2019), 장래 인구추계

그림 1. 장래 인구추계

Figure 1. future population estimate

한국 사회의 경우, 2018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약 5,200만 명

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40년 5,085만 명(최저

4,830만 명), 2050년 4,774만 명(최저 4,401만 명)이 될

것이다[3]. 또한, 국방·안보 관점의 인구구조 측면에서

군사력이 심각한 위험 구간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저출

산은 단순히 국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후의 안보 보루인 군 조직에서의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4].

더 나아가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이 되

면 이들의 비중은 20%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들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토착민들과의 경제적·문화

적 갈등이 증폭되는 등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새로운

국가 위협 요소로 발전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국내 이민자

들의 집단적 불만 표출이나 시위가 증가할 것이며, 극

단적으로는 국제적 테러 단체와 연계한 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지구의 기후 변화

미래의 지구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될 것이다. 이는 지구

의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와 인류

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구화

및 세계화의 과정에서 발생 된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급속한 추세는 전 지구적 차원의 저 탄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 되어 2040년에는 지구

의 온도가 현재보다 평균 2°C 상승할 것이며, 결국,

2050년이 되면 평균 3°C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생태계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

으로 예상함으로써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변화는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자연의

생태계 기능을 훼손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물자

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산업 활동

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인간의 식량 확보에 문제

가 발생할 것이다.

둘째, 기온 상승으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

수면이 38cm 이상 상승하여 전 세계 인류 거주 가능

지역이 침수되고 이로 인한 다수의 이재민과 거대한 면

적의 농경지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5].

셋째, 기온 상승에 따른 빈번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의 기상재해가 증가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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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뭄과 물 부족으로 고통

을 겪는 지역이나 국가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이 높아지

면서 이에 따른 초대형 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의 결과는 새로운 안보 위협으

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인접

국가 간, 지역 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 될 것이며,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민자들이 심각한 국가 간

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와 재난은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미래의 사회는 초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전쟁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며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 미래에는 국가

공동체 의식과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국제기구

나 민간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들에 의한 새로운 형

태의 안보 위협이 생겨날 것이다. 또한, 대규모 국제 이

민자들의 국내 유입은 새로운 안보 불안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신흥안보의 이슈는 현재처럼 단순한 사건이나

미시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거시적

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

정의 미래 모습만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소 위

험할 수 있다. 미래는 반드시 전망한 대로 전개되지 않

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무수한 미래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당사자들의 필요와 전략적 판단에서 사이버 안보’, ‘인

구구조의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

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대응방안

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결국 신흥안보의 창발은 국

내 및 민간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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