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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그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냉전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편승과 진영 간 외교를 외교안보정책의 

주요한 두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해왔던 것이

다 이와 같이 한국이 냉전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수밖

에 없었던 이유로는 국제정치 환경의 구조적 제약 한반도 분단과 남북 대립

그리고 우리의 역량 미달과 자각의식의 부족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기에 들어와 지난날 한국의 외교안

보정책을 규정해 왔던 제반 환경과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 동안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중심의 경성권력 측면에 

있어서 세계 위권에 해당할 정도의 국제적 위상을 차지하는 나라로 성장

발전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대내외적 환경과 제반 여건의 변화를 계기로 냉전

적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정립과 변화된 국가 역량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즉 한국 

정부가 가져야만 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년 월 대한민국의 제 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 비전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은 범세계 차

원에서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 관해 적극 협력하고 처방을 내리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는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은 한반

도 범위에 국한된 소극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외교의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

국의 대외관계와 국가이익을 세계차원의 공간에서 설정하는 개방적이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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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인 자세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출발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숙

한 세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1)

2. 연구목적

오늘날 국제안보환경 특히 세기 국제안보위협의 속성은 과거와는 근본

적으로 다른 성격을 표출하고 있다 과거의 위협이 국가 대 국가라는 군사안

보 위주의 전통적 위협으로 주로 지정학적 구도에 근거해 있었다면 오늘날의 

안보위협은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리즘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 등 위협

의 성격이 기능적 측면에서 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안보 변화추세에 적극 

부응하여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 전통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이나 

억지 차원이 아니라 소위 포괄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적 지구적 안보위

협에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안보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전한 안보 상황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확고하

게 담보할 수 있는 국가방위능력의 배양에도 주요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컨대 한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생존과 성장 발전 능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는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안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 민주화에 이어지는 선진화를 주요 화두로 제시하

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역시 이른바 선진 안보체제 구축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역량에 

부합하는 안보정책을 추진하여 성숙한 세계국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안보정책의 체계화와 이에 기초한 선진 안보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선진 안보체제 

1)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서울: 청와대,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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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적실성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의 안보정책 체계화를 통해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 안보 쟁점에 대한 문제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

으로 선진 안보체제라는 우리의 안보 국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례로 북핵 문제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쟁점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앞에서도 자세

히 기술했지만 한국이 현재 및 미래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안보 국방 쟁점들

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종합적인 

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장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개괄적으로 고찰

하고 선진 안보체제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장은 우리 군사

능력의 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있고 장은 우리 국방경영의 현황을 분석 평

가하고 있다 장에서는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포괄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에서는 대외군사협력의 

필요성과 실태가 분석되었다 마지막 장은 상기와 같은 고찰과 분석 및 평가 

등을 기초로 우리 정부가 선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방향

과 세부 실천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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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선진 안보체제’

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이명박 정부는 초국가적 범죄 대량파괴무기 의 확산 환경과 경제

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 등 안보위협이 매우 다양해진 것으로 인식하

고 있다 이는 탈냉전 이후 보다 강조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논의의 연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량파괴무기의 수평

적 확산 및 이의 사용 가능성 증대를 한층 경계해야 하며 테러리즘 마약 

및 무기거래 해적행위 컴퓨터 범죄 불법이민 불법자금 세탁 등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역시 국제질서의 안정을 해치는 주요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2)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세기 국제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인도주의 가치

시장경제에 대한 공감대와 이의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각국에 뿌리내리는 과제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열에 

아직 동참하지 못한 실패국가들 을 관리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개개인의 안녕과 복지에 안보의 주안점을 두는 인간안

보 영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안보 위협의 주체로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국가 지도자들 간의 책임 

있는 협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역시 고려하고 있다
3)

이명박 정부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의 기반으로 경성권력

2) 위의 책, p. 6.

3) 위의 책,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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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리더십 스마트 파워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국력 

요소로 인식되어 온 군사력과 경제력은 여전히 국가 영향력의 핵심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국력지표와 

더불어 국력의 효과적인 투사의 관점에서 부각되는 것이 국가의 이미지와 

평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가정

책과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어진 영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

로운 전략 이른바 스마트 파워 가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4)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외교안보전략 지침서 를 통해 외교안보 비전 핵심가치 실천원칙

세부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중점과제 등과 같이 위계적으

로 구조화된 외교안보 정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숙한 세계 

국가라는 비전과 정의와 평화 공동번영 세계주의 등과 같은 가지의 

핵심가치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대원칙과 국민통합 실용적 성과 국제협

력과 같은 가지 세부 실천원칙 등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안

보 전략목표 및 전략목표별 중점과제와 모두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 국가 에 대해 범세계 차원에서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 관해 적극 협력하고 처방을 내리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

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세계국가를 지향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범주에 국한된 소극적이고 축소

지향적인 외교의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와 국가이익을 세계

차원의 공간에서 설정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에서 출발하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5)

4) 위의 책, pp. 9~10.

5) 위의 책, p. 12.



이
명
박
 정
부
 안
보
정
책
의
 세
부
 실
천
방
안

8

<그림 2-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성숙한 세계 국가

핵
심
가
치

⇨
정의와 평화

공동번영

세계주의

실
천
원
칙

⇨ 창조적 실용주의

국민통합 국제협력 실용적 성과

⇩
전
략
및
중
점
과
제

⇨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협력 
네트워크 

외교

포괄적 
실리외교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
중점과제 중점과제 중점과제 중점과제

‧‧‧
‧‧‧

‧‧‧
‧‧‧

출처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이어서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을 구축함에 있어 강하

면서도 부드러운 나라 즉 연성강국 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성강국이란 선진복지경제와 자주국방의 

역량을 구비한 당당한 국가가 됨과 동시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역량을 고양

하여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고 누구로부터도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 중 첫 번째로 이명박 정부

는 정의와 평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폐쇄적 민족주의 인기 영합주의

에 의한 정략적인 대외정책은 한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개방된 사고로 교류하면서 한민족과 국제사회과 함께 

이익을 누리고 공감하는 외교정책이 보다 궁극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북핵문제의 해결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을 

6) 위의 책,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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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함에 있어서도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규범과 공감대를 자아내는 실천

과정을 통해 보다 진정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두 번째 가치는 공동번영이다 국

가 간 관계의 긴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파급효과 또한 직접적이

고 동시적이기 때문에 국제환경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

고 있다 더불어 타국으로부터의 적대적인 정책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로 긍정

적인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최선의 방안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로섬 의 경쟁이 아닌 윈 윈 을 위한 공존

이 세기의 새로운 국제협력 관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중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주

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와 국제적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

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대한민국이 간여할 대상

을 현안과 지역별로 판별해내는 전략적 안목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국제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외교안보 비전과 정의와 평화 공동

번영 세계주의라는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생 공영의 남북

관계 협력 네트워크 외교 포괄적 실리외교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

체제라는 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선진 안보체제’의 개념과 주요 내용

상기와 같은 대 전략 중에서 선진 안보체제의 개념과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방위역량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 

7) 위의 책, p. 13.

8) 위의 책, p. 14.

9) 위의 책,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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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다양한 세계 안보위협을 고려한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 지적하면서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구현하여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신장

하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더욱 기여하는 것을 선진 안보체제의 기본 개념으

로 설정하고 있다
10)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방국 및 이웃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야 하며 나아가 해상수송로의 보호 인도적 구호 및 재건활동 테러리즘과 

대량파괴무기의 차단과 같은 포괄적 안보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공조

를 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도 이제는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에도 

기여하는 국방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1)

이명박 정부가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중점과제는 가

지로 선진 군사능력 확충 국방경영 효율화 대외 군사협력 확대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 등이다

선진 군사능력 확충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인 전략구상에 바탕

을 둘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한미동맹으로부터 비롯되는 양국 간 공동전력이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노력에 보완 및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한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합동군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합동

성 통합성을 강화할 것이며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증강과 연계하

여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상비병력 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탄력적

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등을 통해 정보 기술 집약형 군 구조를 추구할 것이라

고 언급하고 있다
12)

국방경영 효율화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유사 중복 조직을 통 폐합하

여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것이며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 민간 위탁의 확대 민군 협력 강화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문성과 효율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10) 위의 책, p. 35.

11) 위의 책, p. 35.

12) 위의 책,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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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확충하여 국제 방위산업 수출시장에 적극 진출토록 함으로써 방위산

업이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13)

대외 군사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국방외교의 외연과 깊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군사협력 체제를 미래지향적으

로 발전시켜 나가며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양자 및 다자 간 군사대화 및 

협력관계 강화 동북아 국가들과 공동훈련 및 군사대화를 추진하여 군사신뢰 

구축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군사외교의 범위를 글로벌 차원

으로 확대하고 이를 방위산업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수출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자 간 안보대화와 국제

협력 체제에도 적극 참여하며 특히 주도의 활동과 기타 다국적군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4)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국가 간 전쟁

위협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마약 해적행위 대형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

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과 대응능력 확충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침투 및 테러를 새로운 정보전 위협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동맹국과

의 협력 및 민 관 차원에서의 교육훈련과 대비책 체계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경제 금융 식량수급 분야에서의 안정적 국민생활 기반 보장 및 국민의 

보건 위생 보호체계를 살피는 것도 군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분야에서 군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이를 위해 특히 군사능력 및 국방경영 현황 

평가 포괄안보 및 대외군사협력 관련 내용에 대한 고찰을 중점적으로 진행하

고자 한다

군사능력 현황 파악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장기 전략 구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지휘구조 부대구조 유무형 전력 구조 병력 및 예비전력 구조 

등을 중심으로 군사능력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 년간 추진했던 국방정책 등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13) 위의 책, p. 37.

14) 위의 책, p. 38.

15) 위의 책,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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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영 현황 파악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군사능력 확충에 있어

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무기조달 및 획득체계 군수 및 시설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 군 보급 및 정비지원체계의 효율화 유사 중복 조직 및 

시설의 통폐합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 민간 자원의 활용 방위산업의 성장동

력화 등 국방경영 현황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사항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포괄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 방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세기 

안보환경과 안보성격의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과 안보성격의 지속과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

되는 변화의 측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에 바탕을 두고 포괄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과 우리의 안보 역량 및 국제적 위상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포괄안보 

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포괄안보 역량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외군사협력의 확대와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포괄안보와 대외

군사협력의 필요성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이후 이에 기초하여 위의 대외군

사협력 현황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와의 안보협력 필요성 및 방안을 중점적

으로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외교안보 

비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선진 안보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

히 국제 안보환경 변화 및 한미 전략동맹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진 

안보체제가 지향해야 할 포괄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같은 기본방향

에 맞추어 우리의 군사능력 확충 및 국방경영 선진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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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능력의 현황과 평가

제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목

표 중의 하나는 선진 군사능력의 확충이다 선진 군사능력 확충의 핵심과제

로는 국방개혁의 발전적 보완 한 미 협조체제 강화 정보 기술 집약형 군 

구조 추구 정예 예비군 육성
16)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시의 

국방정책 대 기조 중 선진 방위역량 강화의 기조를 보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정보 지식 중심의 기술 집약형 군 구조 발전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 발전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국제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국방외교 지평 확대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국제 평화유지활동 등이 제시되었다
17)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선진 군사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틀 

내에서 현재 병력 규모 위주의 군 구조를 정보 기술 집약형 군구조로 발전시

키되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상비전력 수준으로 예비전력을 정예

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장기 전략구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지휘구조 부대구조

유무형 전력구조 병력 및 예비전력 구조 등을 중심으로 군사능력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 년간 추진했던 국방정책과 

실적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1. 정보‧기술 집약형 군사력 건설

년 월에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에서는 정보

16) 위의 책, p. 36.

17)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9),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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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세부과제로서 전투임무 위주의 병력구

조 조정 전투임무수행의 효율을 고려한 전투부대 구조 개편 그리고 전투효율

이 높은 무기 및 장비 확보의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기술 

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이란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임무수행의 효율을 

고려한 지휘 병력 부대 전력구조로의 조정 및 개편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군 구조는 크게 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로 구분되는데 지휘구

조부터 차례대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기로 한다

가. 추진현황

(1) 지휘구조

지휘구조는 현 합동군 체제 하에서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방위기획과 작전수행이 가능한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18)

이에 따라 합동성 강화를 위해 년 월 합참의 조직개편

과 기능을 보강하였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신 연합

방위체제 로의 전환을 위한 한 미 간의 지휘관계를 정립하는 등 한국군 주도

의 전구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신 연합방위체제 하에서의 지휘구조는 년 월 한국 합참의장과 

미군 선임장교가 서명한 전략적 전환계획

에 의거 동맹군사협조단

한국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 간의 기능별 군사협조기구 각 예하부대 

간의 제대별 협조기구 등으로 구성
19)

되어 있다 이러한 신 연합방위체제 하 

한 미 군사협조기구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년 월까지 한 미 양측

은 한국 합참의장과 한 미 연합사령관이 매 반기 상설 군사위원회 를 

열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매달 고위급 대표위를 

개최하여 긴밀히 협의해 왔다
20)

18)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 (서울: 국방부, 2009), pp. 12~13.

19) 국방부, 2008 국방백서, p. 69.
20) 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2009년 2월 16일.

<http://pcrm.mnd.go.kr/app/news/view?id=659> (검색일: 20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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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신 연합방위체제 하 지휘구조 개편

 美 대통령

 美 국방부

 美 합 참

 美 구성군

 韓 대통령

 韓 국방부

 韓 합 참

 韓 작전사

 M  C

 S C M

 연합사 해체

 美 대통령

 美 국방부

 美 합 참

 美 구성군

 韓 대통령

 韓 국방부

 韓 합 참

 韓 작전사

 M  C

 S C M

 연합사 해체

 美 대통령

 美 국방부

 美 합 참

 美 구성군

 美 한국사

 韓 대통령

 韓 국방부

 韓 합 참
 (전구작전
 사령부)

 韓 작전사

 S C M

 M  C

 작전협조반(6)

 연합정보운영단

 동맹군사 협조단

 기능별협조기구(5)

 연합공군사

 美 대통령

 美 국방부

 美 합 참

 美 구성군

 美 한국사

 韓 대통령

 韓 국방부

 韓 합 참
 (전구작전
 사령부)

 韓 작전사

 S C M

 M  C

 작전협조반(6)

 연합정보운영단

 동맹군사 협조단

 기능별협조기구(5)

 연합공군사

’05 계획’05 계획’05 계획’05 계획 협력적협력적 자주국방자주국방 기조기조 下下

독자적독자적 전쟁기획전쟁기획//수행체제수행체제 구축구축
’09 계획’09 계획’09 계획’09 계획 신신 연합방위체제하연합방위체제하

한국군한국군 주도의주도의 작전수행체제작전수행체제 구축구축

아울러 전구작전 지휘체계는 한국 합참의장이 전구작전사령관으로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년 월 일 부로 합참의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작전본부를 현 연합군사령부 구성과 같은 전투참

모단 을 일반참모부로 갖는 합동작전본부로 개편하였고 군사전

략 수립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부대기획 동원소요 판단을 위한 전략기획본

부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합동개념 발전 합동실험 군사요구능력 도출 연

습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력발전본부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합참의 조직

개편은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단계 

개편으로 년 이전까지 단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년 월 일 한 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년 월 

일로 년 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휘구조 개편 일정도 순연되었다

< 그림 3-2 > 합참 지휘구조 개편

합참차장합참차장

합합 참참 의의 장장

작전본부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전략기획본부

인사군수본부인사군수본부 공 병,

지휘통신,

민사심리

공 병,

지휘통신,

민사심리

정보본부정보본부

’05 계획’05 계획

합참차장합참차장합참차장합참차장

합합 참참 의의 장장

작전본부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전략기획본부

인사군수본부인사군수본부 공 병,

지휘통신,

민사심리

공 병,

지휘통신,

민사심리

정보본부정보본부

’05 계획’05 계획’05 계획’05 계획

 전력발전,

 교리연습,

 합동실험

합합 참참 의의 장장

합참차장합참차장

 정보, 작전, 기획,

 인사, 군수, 공병,

 지휘통신

합동작전본부합동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본부전력발전본부

 전략기획,

 전력기획,

 군사기획

전구작전사령관 역할

’09 계획’09 계획

 전력발전,

 교리연습,

 합동실험

합합 참참 의의 장장

합참차장합참차장합참차장합참차장

 정보, 작전, 기획,

 인사, 군수, 공병,

 지휘통신

합동작전본부합동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본부전력발전본부

 전략기획,

 전력기획,

 군사기획

전구작전사령관 역할

’09 계획’09 계획’09 계획’09 계획

협력적 자주국방 기조 하협력적 자주국방 기조 하

독자적 전쟁기획/수행체제 구축독자적 전쟁기획/수행체제 구축
신 연합방위체제 하신 연합방위체제 하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제 구축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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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력구조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의 단계적 감축에 따라 간부의 비율을 늘리고 전투임

무 위주의 정예화된 군을 건설하기 위한 구조로 개편될 예정이다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년까지 만 명 수준을 목표로 줄이는 

대신 간부의 비율은 년까지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분의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21)

이를 위해 년 기준 만 

명이던 병력을 년까지 만 명 수준 년까지 만 명으로 단계적

으로 감축하되
22)

특히 육군의 비율을 대폭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기본계획 에는 표 과 같이 각 군별 병력조정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년까지 육군은 만 명이 감축된 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해 공군은 병력의 증감은 없으나 전체 비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표 3-1 > 각 군별 병력조정안
단위 만 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년

년

년

증  감

표 에서 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 비율은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항에는 

년까지 육군 분의 해군 분의 해병대 분의 

그리고 공군 분의 의 구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단 이러한 구성 비율은 안보환경 무기 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 전투 능력 및 군 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부연하고 있는 만큼 재조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2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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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구조

부대구조 개편은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증강과 연계하여 추진

하면서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과학기술군을 육성
23)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휘 결심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중간 

지휘제대를 축소하고 단위부대의 전력을 보강하여 전체 부대수를 줄여 나가

되 절감된 병력으로 전투부대 편성을 보강하여 전투력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는 계획
24)

이다

이러한 부대구조 개편은 각 군별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에서는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육군의 부대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년 국방개혁기본계획 원안에 의해 년 월에 제 군사령부가 제

작전사령부로 개편되었고 같은 해 월 예하 개 군단이 해체되었다
25)

또한 

년까지 제 군사령부와 제 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이하 

지작사 를 창설할 계획이었으나 년 조정안에 따르면 년까지 창설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년까지 개의 지역군단 수방사 포함 과 개

의 기동군단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지역군단 개념으로 개편되는 수방사는 

수도 서울의 방어임무에 추가하여 전방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편성이 보강된다 이러한 육군 기동부대의 수는 조정되지만 각각의 부대

는 정보감시능력 기동력 화력의 보강으로 제대별 작전능력은 배 증대될 

예정이다
26)

해군은 항공사령부가 항공전단으로 공군은 전술항공통제전대가 전술항

공통제단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는 기존 계획과 변동사항이 없다

23)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p. 36.
24) 국방부, 2008 국방백서, p. 82.
25) 위의 책, p. 83.

26)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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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 육군 부대구조 개편

’09 계획’09 계획’09 계획’09 계획’05 계획’05 계획’05 계획’05 계획

유도탄사유도탄사유도탄사유도탄사

육육 군군

항공사항공사

지작사지작사 2작전사

육육 군군

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항공사

유도탄사유도탄사

2작전사 특전사특전사

기동군단지역군단

(4) (2)

('10년)

기동군단지역군단

(5) (2)

('15년)

기동군단지역군단

(5) (2)

('15년)

(+(+수방사수방사))

< 그림 3-4 > 해군 부대구조 개편

’09 계획’09 계획’09 계획’09 계획’05 계획’05 계획’05 계획’05 계획

해 작 사해 작 사

해역함대 항 공 사 기동전단

해 작 사해 작 사

항공전단항공전단

(3) (3)

해역함대

잠수함사

기동전단

잠수함사

< 그림 3-5 > 공군 부대구조 개편

공 작 사공공 작작 사사

남부사

비행단

방포사 관제단

비행단

공 작 사공공 작작 사사

남부사

비행단

방포사 관제단

(4) (5)
(4) (5)

북부사

전술항공
통제전대

전술항공
통 제 단비행단

북부사

’09 계획’’09 09 계획계획’09 계획’’09 09 계획계획’05 계획’’05 05 계획계획’05 계획’’05 05 계획계획

(4) 전력구조

전력구조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은 물론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도 능동적으

로 대비할 수 있는 적정 전력 구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전장감시 정찰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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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다
27)

지난 년간 전력증강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전투기

패트리어트 대공유도무기 이지스 세종대왕함

급 잠수함 등이 신규로 전력화됐다 또한 전차와 

자주포 등이 지속적으로 전력화되며 군의 실질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병행하여 차기전차 및 차기장갑차 자주포 경

계의 과학화 등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등과 함께 비대칭 

위협 등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필수 전력의 확보가 강조됐다 차 핵실험 등 

북한 군사위협의 강도에 부합하게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방호시설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한 위협 대비 전력 유도폭탄 차기다련

장 등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비 전력 무인지상감시체계 등 북한의 

특수전 위협 대비 전력들이 보강되었다
28)

나. 분석 및 평가

(1) 지휘구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구조 개편의 경우 지난 년간 추진 

실적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부구조 중 합동참모본부의 개편과 하부

구조인 일부 육군의 야전부대 개편 및 이와 연동된 병력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개편은 년 월에 기존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확대하여 산하에 개의 전투참모단 참모부 을 편성함으로써 평시 작전을 수

행함은 물론 전시 한반도 전구작전에 대한 지휘를 준비하는 조직이 되었다
29)

이 개편은 년까지 단계 개편으로 마무리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사전 대비를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편된 현재의 통제형 합참의장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합

참의장은 군령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장관 명에 의거 각 군 작전

27) 국방부, 2008 국방백서, p. 86.
28) 국방일보, 2010년 2월 26일.

29) 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 “합동참모본부 개편”(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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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를 작전지휘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30)

또한 

합동작전본부를 통해 작전지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미군의 통합

사령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군령 작전지휘 보좌업무를 담당하

는 전략기획본부는 미 합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전력발전본부는 미 

전력사령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여러 개의 전구 를 

가지고 있어 합참과 통합군사령부가 적절한 임무분담을 하나 한국의 합참은 

그 임무와 역할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합참의장은 합동군사령관 군령 보좌 계엄사령관 통합방

위본부장 미 합참의장 파트너 주한 미 선임장교 연합사령관 파트너 군 

사령관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 시 미래의 역할은 

상기 역할에 더하여 미 한국사령부 의 파트너 역할까지 해야 한

다 따라서 현재의 합참의장제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작전기획 준비 시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전비태세가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 연합사령관이 오로지 작계발전 및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큰 차이점이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에 작전기획 등 한국

군이 주도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합참의장제로는 전비태세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이다

(2) 병력구조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목표 연도인 년이 

되면 현재의 육 해 공군 구조에서 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부분 육군 병력의 감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 

비율의 변화이다 또한 간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병사들의 숫자가 줄어들

게 되어 생기는 결과이다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에 따라 육군 만 명을 감축하여 만 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지상군이 만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

한 방어력이 발휘될 것인지 의문시된다 또한 한미동맹에 의해 미 육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전쟁 개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30) ｢국군조직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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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육군 병력 만 명이 감축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육군의 병력 감축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병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방어충분성의 논리

로 생각해야 한다 즉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과 전력증강의 진전상황

그리고 미 지상군 증원전력의 투입 일시 등을 고려하여 육군의 병력 수에 

대한 재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부대구조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제시된 부대구조 개편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평시에 

감소된 편성을 유지하다가 전시가 되면 증원 하에 완편하는 개념이었으나

앞으로 상비부대는 평시부터 정예화된 인원과 우수한 장비로 완전 편성하여 

즉각 전투태세가 가능하도록 완전성을 보장하고 지휘계선을 축소하여 효율

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31)

육군의 야전부대 개편 및 이에 따른 병력의 감축도 기간 중 년에 창설

된 육군 제 작전사의 후속사업들이 진행되는 등 년까지는 년에 마

련된 국방개혁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
32)

그러나 년 월에 국방

개혁안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지상

군의 경우 현 수도군단을 해체하고 수방사에게 김포축선 방어임무를 부여한 

점 전시 개 사단 추가 창설 동원사단 해체 취소 지작사의 창설 순연

상당한 부대개편 계획의 시간적 순연 등을 들 수 있다 해군의 경우는 항공사

령부를 항공전단으로 조정하고 공군의 경우는 전술항공통제전대를 전술항

공통제단으로 조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육군의 동원사단 유지 서북도

서 방어부대 보강을 위해 해병대 규모 조정 카투사 병력 유지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등으로 전체 병력을 만 수준에서 만 천으로 다소 증가시

켰다
33)

사실 본격적인 군의 하부구조 개편은 년 당시 계획에서도 대체로 지상

군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31)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 pp. 18~23.

32) 노  훈,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 발전,” 국방정책: 이명박 정부 2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 (국방발전 심포지

엄 발표자료, 2010), p. 49.

33) 국방부 보도자료,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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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집행 실적보다는 향후 계획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국방개혁 을 보장

해 줄 수 있는 국방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 없었다 년도에 이어 년

도의 국방예산은 국방개혁상의 국방예산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선 전력증강 

후 부대해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해체는 전력증강과 무관하

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군단을 해체하는 

것도 서부 축선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고 한국 지형에 덜 적합한 전차 위주의 기동군단을 개 창설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부대구조나 병력구조와 관련된 년 수정된 계획도 문제가 많다 수정된 

계획에 의하면 병력감축이나 부대개편이 년에서 년까지 불과 년 

동안에 집중됨으로써 차후 계획의 실현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계획의 재수

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차기 정부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 구조 개편은 독립적인 사항은 아니고 적절한 전력투자비 

확보 방위력 개선 사업과 전력화의 안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보다 넓게

는 향후 안보정세의 전반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34)

(4) 전력구조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 개편은 네트워크중심전 수행 및 비대

칭 위협에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전장 감시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통합 전투

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통제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생존성과 신뢰성이 증대된 

네트워크중심전 수행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는 장거리 정밀타격과 지 해 공 입체고속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호능력

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35)

그러나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첨단 정보화 전력 구축은 재검토의 대상

이 되었다 북한의 잠수함과 특수전 등 비대칭전력 대비에 등한시한 정책과 

34) 노  훈,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 발전,” p. 50.
35) 국방부, 2008 국방백서,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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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다가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실상 주적

인 북한을 코앞에 둔 접적해역에서 군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

다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이란 구호 대신에 주적을 상대로 하는 군사력 

건설이 더 절실해졌다 결국 군은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음향탐지장비

소나 와 초계함의 레이더 성능개선 소해 기뢰탐색 제거 헬기인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36)

더불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이는 전력증강 예산의 현실적인 제한과 북한 위협의 가시화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 국방개혁은 년 방위력개선

비 조 천억 원을 기초로 연평균 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나

년의 경우 확보된 예산은 이미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만이 증가되

었다 또한 총 국방비 확보계획의 차질 은 향후 총 국방비와 

방위력 개선비에 있어 현재의 계획과 더 큰 격차가 예상되므로 년 이후

에도 전력증강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

점과 함께 최근에 실시한 북한위협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비교적 

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보다는 주적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증강으로 바꾸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즉 대규모의 특수

전 부대 북한의 비대칭 전략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과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을 건설하고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 무형전력의 공고화

가. 현 실태

(1) 남북한 무형전력의 실태

정신전력과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무형전력은 유형전력 못지않게 중요한 

전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정신교육원이 해

36) 연합뉴스, 2010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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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었고 햇볕정책으로 인해 군의 무형전력도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실시한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를 보면 한국 국민들은 안보의식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할 또는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7)

이러한 의식성향은 일반 국민들뿐

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무형전력의 근간을 이루는 

안보관과 대적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무형전력 실태를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화해협력의 대북정책 기조에 의해 남북 교류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자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등 대북 경각심을 둔화시킴으로써 군과 국민의 안보의

식 해이를 초래하였다 또한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육기관 및 집단의 좌편향

성 증가도 이러한 안보의식 해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부 교사

들에 의한 좌편향적 교육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빨치산 추모제의 시행
38)

미국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등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대학생 집단과 각종 

인터넷 매체를 양산하고 있다 그리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말미암아 윤리

도덕 시민 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간적 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미선 효순이 사건 광우병 파동 

때에는 연일 수만 명의 인파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촛불집회를 가졌으나

정작 천안함 침몰사고 순직 장병들을 위한 촛불집회는 일부 우익보수단체들

의 주도로 몇 차례 소규모로 열렸을 뿐이다
39)

이에 반해 북한은 철저한 사상교육을 통해 반정부 활동이 불가하다 어릴

적부터 단계적으로 사상교육을 받는 북한 주민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각종 

사상 집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해야 하고 외부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반정부단체 또는 매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다
40)

한국군 내부적으로는 병사들의 가치 문화 태도의 변화를 간부들이 따라

가지 못하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리더십 발휘가 제한되는 열악해진 군 

37)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09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국방대학교, 2009) 참고.

38) 조선일보, 2010년 9월 4일.

39) 세계일보, 2010년 5월 3일.

40)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0 (서울: 통일부, 2010), p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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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반면 북한군은 중대급까지 정치군관이 편제되어 

일 시간 이상 사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신전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시 침투조의 집단자살이나 탈북자들마저도 김

정일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는 등의 사례가 북한의 사상교육 실태를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다

(2) 군 무형전력 교육 및 연구 실태

정신전력 교육은 년 국방정신교육원 해체 이후 각 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군의 리더십 교육은 년 총기사고 이후 기업체의 리더

십 센터를 벤치마킹하여 군별 리더십 센터를 설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년에는 국방정신전력 리더십 개발원이 설립되었다

현재 각 군의 학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부 정신전력 교육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표 3-2 > 각 군의 정신전력 교육 현황

대  상 육 군 해 군 공 군

일반

장교

위관 초군반 고군반 주 초군반 미실시 초군반 미실시

영관 육군대학 해군대학 미실시 공군대학 미실시

정훈

장교

위관
초군반 주

고군반 주

초군반 충무공수련원

주

고군반 미실시

초군반 교육사행정학교

주

고군반 미실시

영관 종행교 주 미실시 미실시

나. 분석 및 평가

(1) 군 무형전력 교육 및 연구 측면

군에서는 국가관 역사관 대적관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정신전력 교육은 오히려 약화되어 왔다 앞의 표 

에서 보는 것처럼 보수과정 초군반 고군반 각 군 대학 에서의 일반장교들에 

대한 정신전력 교육도 육군을 제외한 해 공군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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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정훈 초임장교에 대한 교육도 각 군마다 교육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해 공군의 대위급 이상 정훈장교에 대한 교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장교 및 정훈장교에 

의한 정신전력 교육은 능력과 관심 그리고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국군 

및 국방일보의 정신교육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년 이후 

리더십에 대한 열기가 정신전력 교육에 대한 의무를 넘어섬에 따라 정신전력

에 대한 교육은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났으며 해 공군은 리더십센터에서 

리더십 교육과 정신전력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한편 리더십 교육 및 연구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른 국가의 리더십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미 육군은 행동사회과학연구소 산하에 육군리더

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군의 정신전력 센터에서는 군 정신교육과 건전

한 시민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리더십 연구 기능 측면에서는 

리더십 센터별 연구 인력이 분산되어 있고 기능이 미조정됨으로써 리더십은 

그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센터별로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으나 인력

이 부족하고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장병 정신전력 시스템 재정비 측면

안보상황에 부합된 장병 정신교육 강화의 중점과제만으로는 무형전력의 

공고화를 달성할 수 없다 무형전력이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정신교육 체계에 따라 계획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무형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무형전력 개발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병 정신교육 지도체계는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산하의 정신전력과

에서 각 군으로 지침을 하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신전력과의 인력과 

능력의 부족으로 각 군의 정신전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정신전

력과 리더십의 향상방안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물론 국방대학교

에 정신전력 리더십 개발원이 일부 연구기능과 정책개발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예하부대 통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이
명
박
 정
부
 안
보
정
책
의
 세
부
 실
천
방
안

28

3.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

가. 현 실태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년 국방개혁기본계획 원안에서 년

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만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반대급부로 제기된 

문제이다 병력감축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군 복무기간을 개월로 단축한다는 결정에 따라 전투력 공백을 

메운다는 논리 하에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전환복무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비병력 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41)

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정인데 이는 북한의 위협을 포함한 한국군의 전력증강 속도 등을 고려하

여 병력감축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조 항에는 상비병력 규모 단축의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평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년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시키기 위해 육군의 동원사단 유지 서북도

서 방어부대 보강을 위해 해병대 규모 조정 카투사 병력 유지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등으로 전체 병력을 만 수준에서 만 천으로 다소 증가시

킨 바 있다
42)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대한 인식

의 변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즉 년 월과 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차 핵실험 올해 월 천안함 폭침사건 등 북한 군사위협의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41)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p. 36.
42) 국방부 보도자료,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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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및 평가

병력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과연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나타난 병력구조 개편에 

나타나 있는 적정 수준을 살펴보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만 명을 적정 

수준으로 판단했고 이명박 정부는 만 명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러한 판단에는 명목상 북한의 위협이 감소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었으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퓰리

즘적 정치의 산물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북한 위협에 대한 당시의 예상

도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양적 우세 및 비대칭성에

서 비롯되는 재래식 군사력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대남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 등 서해상에서의 

도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 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복무기간 개월로는 국방개혁 수정안의 만 명 충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년 국방예산 증가율 를 감안할 경우 국방개혁 

의 소요액인 조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소요예산의 

부족으로 전력증강이 지연되는 가운데 복무기간마저 개월로 단축된다면 

현 안보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군사력 건설이 진행될 것임은 분명하다

4. 예비전력의 극대화

가. 추진현황

(1) 동원체제 개선

국방부는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원체제의 혁신적 개선 에 따라 

장관지침으로 동원체제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년 국가 가용자원을 전시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국방동원정보체

계를 개발 운용하여 동원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방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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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량 손실 발생시 병력 장비 물자 훈련 등을 패키지 화한 정밀

보충대대의 창설을 전담하기 위한 동원지원단의 창설 월 사

단 과 병력동원 및 향방작전 소요를 고려한 적정 예비군 규모 재판단 초기작

전 대응 및 민사작전 간 동원지원체제 발전 등이 이뤄지며 동원체제가 혁신적

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43)

한국의 동원환경은 짧은 전투종심 및 경고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높은 수준

의 전투력을 즉각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되고 있지만 준비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시 동원제도의 체계상 국방부 동원기

획관 는 병무청과 병력동원과 관련된 계획을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자원 주무부처와는 물자동원과 관련된 계획을 상호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비상시 국가동원과 관련된 법령은 표 과 같이 헌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징발법 민방위법 등 정부부처별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표 3-3〉동원관계 법령 현황

구분 동원관계 법령

총괄 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계엄법 통합방위법

인력동원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물자징발 징발법

행정 조직기능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전시자원동원법령 명령

출처 길병옥 국가비상사태의 효율적 대비를 위한 국가위기대응법 제정방안 년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년 월 일

(2) 예비전력 관리 및 운영체제 구축

예비전력의 정예화 측면에서 예비군을 상비군에 준한 수준으로 무장시키

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동원 즉시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 등 예비전력관리기

구를 신설하여 자원관리와 예비군훈련을 전담토록 하였다 특히 연차적으로 

43) 국방부, 국방부 자체평가 보고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서울: 국방부, 2009), pp. 159~161.



제
3
장
-
군
사
능
력
의

현
황
과

평
가

31

예비군 무기를 현대화하고 년까지 예비군 전투장구류를 확보하

고 예비역간부로 편성된 전문교관을 채용하여 정형화된 예비군 훈련장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비군 훈련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44)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명시된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년 만여 명

에서 년까지 만여 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족한 전력은 예비군 훈련

의 질적 향상과 동원체제를 개선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비군훈련은 년 월 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수차례 개정을 거쳐 년 지금의 훈련제도로 제도화되었다

현재 훈련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면제 대상을 년차에서 년차로 

조정하였고 대신 년차를 동원훈련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동원훈련 기간은 

박 일에서 박 일로 단축되었으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 따라 연차

별로 연장되어 년에는 박 일로 다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는 훈련성과가 양호한 입소 예비군에게 조기 퇴소할 수 있도록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훈련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예비군훈련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유형을 현재 개

에서 동원훈련과 향방훈련 개로 단순화하고 동원훈련 시간은 년부터

는 박 일 년도에는 박 일로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소집훈련 위주의 현 훈련내용을 자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원격교육과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토록 하였고 현재 일 천원이던 

훈련비도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토록 했다
45)

소위 예비군훈련 대 불편사항이라고 불리는 교통 급식 시설 등의 애로사

항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먼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예비

군 훈련장의 약도를 인터넷과 내비게이션에 탑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비군들에게는 훈련 입퇴소 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휴일에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훈련성과가 우수한 인원

에게는 조기 퇴소할 수 있도록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훈련을 년 월부

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훈련 입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6)

44) 위의 책, pp. 159~161.

45)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 pp. 40~41.

46) 공감코리아, “요즘 예비군 훈련장엔 이런 것도?,” 2009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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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및 평가

(1) 동원체제 개선 측면

동원체제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전시 동원집행의 측면에서 전시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

정되어 있어 평시 동원자원관리 및 전시 집행이 이원화된 문제점이 있다

현 동원령은 총동원 개념으로 충무 종 사태 시 발령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전쟁직전에 발령됨으로써 군사적 전투준비 제한 등 동원시기 면에서 

적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원령 선포 지연 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 

및 비전투원 후송지원이 제한되고 동원령 선포 전쟁 선포 로 해석될 개연

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총 동원령 발령 후에 전쟁 미발발 시 동원보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시자원동원법령은 전시대기법

으로 평시 국가비상사태 국지도발 재해 재난 등 발생 시 국가자산의 사용

이 불가한 실정이다
47)

둘째 동원업무 담당부서의 조직과 기능이 분산은 업무의 통합성과 연계성

을 저하시켜 전시 동원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예비전력업무의 

기능 분산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예비전력 건설과 관리

가 제한되는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동원제도에 있어서 국방부의 

실제적 역할은 병무청과 연계하여 병력동원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병력동

원의 경우는 전 평시 원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무청 계통의 전시 

병력동원체계 못지않게 평시 향방동원 국방부장관 발령 이나 향방소집훈련

수임군부대장 발령 등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8)

따라서 동원기능의 

체계적 종합적 업무수행과 상비군 지휘체계와 예비전력 관리체계의 연계 

강화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예비전력 관리 및 운영체제 구축 측면

첫째 예비전력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역할이 아직 

47) 길병옥, “국가비상사태의 효율적 대비를 위한 국가위기대응법 제정방안,” (2010년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2010년 7월 29일), pp. 4~7 내용 재정리.

48) 정원영, “전시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한 동원제도 발전방안,” (2010년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2010년 7월 29일),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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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측면이 다소 있다 현재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설치소요 및 시기는 

표 와 같이 확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계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년부터 설치될 예정인 향방대대의 운영개념과 편성 안에 대해서는 

법적 설치근거 및 부대성격 등이 불명확한 상태이며 중기부대계획에도 명확

하게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표 3-4 >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설치소요 및 시기

동원지원단 향토사단별 개소 년 개소

향방대대 시 군 구 단위 개소 년 개

예비군 훈련대 권역별 통합 년 개소

정밀보충대대 부대단위 손실보충부대 편성 년 개

출처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국방부 자체평가 보고서 년도 정부업무평가 서울

국방부

둘째 예비전력 관리 기구에 운용할 예비역간부 복무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기구별 상이한 임무와 역할에 따른 예비역간부의 운용소

요 및 인건비 등을 판단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제 개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년 월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이 국방부령

으로 개정되었으나 인사관리 및 운용에 관련된 규정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셋째 예비군 훈련제도 및 여건은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전시에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일부 도심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 등을 비롯한 미래 예비군 훈련체

계의 발전이 요구된다 년부터 권역별로 창설될 예비군 훈련대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넷째 현재 예비군이 사용하는 장비의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장비 

및 물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년 월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 전투 장구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9)

년 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예비군의 개인화기의 절반 이상

이 소총이며 나머지 또한 소총일 뿐만 아니라 전투장구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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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역으로 복무 시에도 다뤄보지 못한 

구형 소총과 장구류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동원령 선포 시 작전에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것은 전투력 발휘는 물론 사기와도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연도별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병력으로부터 자연적

으로 남게 되는 장비와 물자를 어떻게 전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49) 연합뉴스, 2009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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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영의 현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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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영의 현황과 평가

1. 국방경영의 목표와 세부 실천과제

국방경영이란 국방 분야에서는 비교적 낯선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은 국방 

분야에서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방 운영의 효율화를 꾀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세부 실천과제가 정부에서 출간

한 다양한 문헌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고 

국방경영의 현황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성공 그리고 나눔에서는 개 국정과

제의 하나로 국방개혁 보완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과제로 비전

투 부문의 아웃소싱과 유사기능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

나 여기에서는 국방경영의 효율화 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경

영 효율화란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세부과제들을 살펴보면 국방예산 규모의 

부정적 전망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비전투분야에 소요되

는 예산을 절약하여 전력 투자비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

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국방경영 효율화의 목표가 정립되지 

못하였고 실천방안 역시 구체화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년 월 발간된 이명박 정부 대 국정과제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정부 출범 이후의 변화를 반영

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방경영

의 효율화는 국방개혁 보완 추진이라는 국정과제의 개 소과제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국방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군 

복지근무지원단 운영 계룡대 근무지원단 운영 군 중앙경리단 운영 군수회

전기금 도입 검토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 국방투자전문회사 설립 검토

군수조직 시설조직 개편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대 국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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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국방경영의 효율화 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비전투 분야에 있어서의 실천방안을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서인 성숙한 세계국가는 포괄안보 측면에

서 정부의 안보전략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과 

차별화된다 성숙한 세계국가에서는 개 전략목표의 하나로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제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개 중점과제의 하나로 국방경영 

효율화를 명시하고 있다 국방경영 효율화의 목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서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국방 전력 투자비의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조직과 예산의 낭비 감소 업무효율 증가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가지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유사 중복 조직을 통 폐합함으로써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비전투 분야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 민간 위탁의 확대 민군 협력강화 등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다 셋째는 방위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국제 방위산업 수출시장에 적극 진출토

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 군 간 기술교류 확대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한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범정부 차원의 방위산업수

출협의체 구성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과 같은 체계적인 방위

산업수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개정된 국방개혁기본계획 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는 보다 실용적인 선진 국방운용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자원 및 

시설을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작전지

원체제를 변혁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 폐합하는 동시에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역량 선진화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 위주의 국방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민 군간 

교류와 국제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

소 로 발전시키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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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문헌별 국방경영 효율화의 실천과제 비교

구  분 실  천  과  제 목 표

성공 그리고 

나눔
비전투 부문의 아웃소싱과 유사기능 중복 조직의 

통 폐합

전력 투자비의

여력 확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군 복지근무지원단 운영 계룡대 근무지원단 운영

군 중앙경리단 운영 군수회전기금 도입 검토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 국방투자전문회사 설립

검토 군수조직 시설조직 개편

명시하지 않음

성숙한 

세계국가

유사 중복 조직을 통 폐합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 민간 위탁의 확대

민 군협력강화

방위산업 기반 확충 민 군 간 기술교류 확대

선진국과의 공동개발 방위산업수출 지원 시스템 구축

조직과 예산의 낭비 

감소 업무효율 증 

가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

국방개혁기

본계획



민간자원 활용 작전지원체제 변혁 유사 중복

조직 통 폐합 조직 슬림화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 시 민 군 간 교류 

및 국제협력 확대 국방과학연구소의 국제경쟁력 

확보 

실용적인 선진

국방운용체제 정립

국방과학기술 역량 

선진화

표 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방경영 효율화는 처음엔 국방전

력의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실천과제

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지만 그 목표는 정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년 

들어 이명박 정부의 안보전략서인 성숙한 세계국가가 발간되면서 국방경

영 효율화의 목표가 정립되고 실천과제 역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방개혁기본계획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정 보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만 국방개혁기본

계획 은 그 범위가 국방경영의 효율화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적 

차원에서의 국방운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한 결과 인재양성과 병역제도 장병

복지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제시한 

국방경영의 효율화의 목표와 실천과제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방경영

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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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 중복 조직의 통 ‧ 폐합과 조직의 슬림화

가. 유사 중복 조직 통 ‧ 폐합

(1) 추진현황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과 조직의 슬림화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원칙인 창조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낭비를 초래하는 유사 중복 조직을 통합하

거나 없애고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 분야의 전력 투자비의 여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나 성숙

한 세계국가에서 유사 중복 조직을 통 폐합하여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

고 업무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모두 이와 같은 논리적 통일성을 갖는다

먼저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은 군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합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없앰으로써 조직과 인력의 낭비

를 줄이고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부

는 년에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개 

과 팀을 감축하였다 또한 합참 조직을 정비하여 전 평시 전구작전지휘를 

맡는 합동작전본부와 군령을 보좌하는 전략기획 및 전력발전본부로 분리 

편성하였다 각 군 본부 조직을 정비하여 유사 중복 기능을 통 폐합한 결과 

처 개 과를 축소함으로써 병력 명이 감축되었다 국방부 합참 각 

군의 한시기구 도 정비하여 범정부적 국책사업 등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기구를 제외한 한시기구가 일괄 해체되어 표 와 같이 한시기구가 

정비되었으며 운영인력 명이 감축되었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 의 일환으로 각 군에서 별도로 운영되었던 중앙

경리단 인쇄창 그리고 복지단 등의 시설조직을 통 폐합하였는데 국방부에

서는 병력 여명과 예산 억원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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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한시기구(TF) 정비 결과

계 해  체 한시편제 직제화 존  속

개 개 개 개 개

출처  국방정책방향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자료

(2) 평 가

국방부는 국방부 조직을 비롯하여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및 기관을 

진단하고 조직을 통 폐합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였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군에서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중앙경리단 인쇄창 복지단 등을 통 폐합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병력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각 군의 근무지원 분야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 폐합하기 위해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함으

로써 대상 분야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은 단순히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다 인력과 조직

의 감축은 필연적으로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있지만  년 국방

백서나 국방부 자체평가 보고서 등 어디에서도 유사 중복 조직

의 통 폐합의 결과 군의 전투임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는 평가된 바가 없다 실용적 선진국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개혁기본

계획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산성을 높이고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이 본연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이 지향하는 목표

는 조직과 예산의 낭비 감소와 업무효율을 향상이다 그러나 성숙한 세계국

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방경영 효율화의 목표가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는 대전제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업무특성상 군 조직의 개혁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년 들어 국방부를 비롯하여 합참 각 군 본부의 조직 한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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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유사 중복 조직을 통 폐합한 것은 국방경영 효율화

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다 또한 각 군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중복 조직을 통 폐합함으로써 인력과 조직의 낭비를 줄이는 것은 경제

적 효율성의 논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며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의 결과 군의 전투임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의 대상 분야를 발굴하고 평가할 때에는 

인력과 조직의 감축이 군의 전투임무 여건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저하시키지는 않을지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현재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이 비전투 분야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이 국방경영의 효율화의 일환

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비전투 분야와 더불어 전투 분야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국방부에서는 비전투 분야의 사업 부문에서

만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전투 분야는 

업무 특성상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제한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 중복 조직의 통 폐합은 비전투 분야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다

나. 조직의 슬림화

(1) 추진현황

조직의 슬림화는 업무 효율성에 입각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내 

조직의 인력과 기구를 감축하는 것이다 국방개혁 에서는 추진하고 있

는 병력감축도 이러한 조직 슬림화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슬림화는 비전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방개혁기본계획 에 의하면 국방부는 국방

부 근무지원단 계룡대 근무지원단 각 군 일반 행정병 감축을 통하여 병력 

여 명 예산 억 원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년에는 국직부대인 

국방대학교와 국군수송사령부에 대한 조직진단을 완료하여 국방대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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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중 명 군군수송사령부에서 명 중 명을 절감하였다 년

에도 국방부는 의무사 조사본부 등 국직부대 및 기관을 중심으로 조직 슬림

화를 위한 진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투 분야에 대한 진단도 

실시하여 년에는 합참 정보본부 정보사 부대 기무사령부에 대한 

진단을 완료하였다

(2) 평 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슬림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

가 제시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국방개혁의 주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직의 슬림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상급 부대 수준에서의 슬림화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각 군 본부 뿐만이 아니라 군단 사단 수준의 전투지원

부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감축해

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직의 슬림화는 단지 개별 조직의 인력과 기구

를 줄이는 것에 그치고 있다 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구

를 감축한 후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조직의 슬림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조직이 개편된 이후 업무평가를 면밀하

게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인력과 기구

를 지나치게 줄였다면 재보강해야 하며 더 줄일 수 있다면 인력의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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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경영방식 및 민간자원의 활용

가. 민간 경영방식 도입

(1) 추진현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비전투 부문의 아웃소싱을 국정과제로 제시

하였으며 성숙한 세계국가에서는 업무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군의 전문성

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과 민간자원의 활용을 

주요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방개혁 에서도 실용적인 선진국방

운용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국방부의 민간자원 활용개념은 자족적 체제에서 민간자산을 최

대한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군 보유자산은 전투기능 수행에 

집중하고 지원기능은 민간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자산은 평시활용 자산과 전시동원 자산을 포함하며 주로 보급 정비 수

송 의료지원체계로 구성되는데 발달된 민간자산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자

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방부에서는 년 월  년 민간자원활용 종합추진계획 이하 

민간자원활용계획 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전까지 비계획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자원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금석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민간자원활용계획에서는 민간자원 활용의 목적을 크

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군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고자 민간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 비전투 분야 병력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방운영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군 보유자산을 최적화하는 동시

에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국방개혁기본계

획 에서는 전자의 목적이 강조된 데 반해 국방개혁기본계획 

에서는 후자의 목적이 강조되어 경영 효율화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전에는 민간자원의 활용이 국방개혁 에서 

추진하는 병력 감축의 대안으로써 제시된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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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을 최적화하고 국방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간자원 활용방안은 단순 민간 위탁으로부터

군 조직의 최고 경영자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책임운영기관
50)

운영 단위 업무의 모든 경영권 및 재산권을 

민간 부문에 매각하는 민영화 대규모 시설공사 등에서 적용 가능한 민간자본 

활용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실천과제로 

제시된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 민간 위탁의 확대 민 군 협력강화 차원에서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평가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원 활용전략은 가지로 구분된다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병력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용역의 방식을 취하

고 핵심 업무는 경영 효율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위탁경영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비핵심업무는 병력절감 및 소요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추진범

위를 확정하고 핵심 업무는 민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한다

따라서 뒤에서 살펴볼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은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하여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은 병력절감을 목표로 비 핵심 업무를 대상

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비전투 관리 분야 중에서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국방운영

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을 군 책임운영기관
51)

으로 지정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역 부대장이 보직되던 직위를 공개 채용한 전문가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연성

과 전문성이 높은 조직으로 변화를 유도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성과평가가 가능한 정비창
52)

보

급창 전산소 인쇄창 후방 병원 복지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년 월 

50) 책임운영기관(Excutive Agency) : 영국의 대처 수상이 1988년 거대한 정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

양한 업무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기 곤란하다고 인식하여 도입한 조직 형태.

51)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

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52) 2010 민간자원활용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방부에서는 정비창 위탁경영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민‧
군 중복 투자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보류하고, 군수관리실에서 추진 중인 정비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지원

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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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정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에 

따르면 군 책임기관 운영심의회 이하 심의회 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

정 및 해제 사업목표 설정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결정하고 군 책임기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운

영 성과의 평가 등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년 월부터 육군인쇄창 육군 보급창 해군보급창 공군 보

급창 국군수도병원 등 개 부대를 첫 대상 기관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년 월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중 장기 계획을 마련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국방부 자체평가 보고서 에 따르면 각 

군 보급창의 평균 보급기간이 일로 단축되고 국군인쇄창의 인쇄 오류율

이 기존 에서 로 감소하였다 또한 국군 수도병원에서는 평균 

재원일수가 일에서 일로 감소되었고 고객만족도가 점에서 

점으로 향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 책임운영기관에 의해 국방부는 조직 

내 경영마인드가 확산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평 가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같은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군의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유경쟁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 경영방식은 이전까지 비전문화

된 인력에 의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던 군의 경영 방식을 대체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은 전투지원 

관련 조직에만 국한되어 군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본래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개념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탄생한 개념으로써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단순히 군 조직에 민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운영개념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의 민간 경영방식 도입은 전투지원 관련 조직을 민간경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조직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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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분석결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조직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향상된 평가체계를 통하여 

성과분석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서도 보완이 요구된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전 평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

면서 현재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화된 평가 조직과 객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에서는 심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분에 대해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나. 민간 위탁의 확대

(1) 추진현황

민간 위탁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사업국 및 각 군 중심으로 외주정비 오폐수 

처리 건축 공사 위탁 등 자체능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민간 위탁을 

수행해 왔으며 년 이후에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

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년 이후에는 국방

개혁 차원에서 시설관리 차량정비 세탁 수리 등 노동집약적 사업을 중심으

로 민간 위탁을 우선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투지원부대 전 분야로 확대하

고 있다 민간자원 활용방식에 있어서도 단순 위탁에서 위탁관리 위탁경영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현재 만이 넘는 병력을 

년까지 만 천명으로 감축하는 군구조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전투분야의 병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 설정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의 확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이 아닌 군 전체

적인 관점에서 민간자원의 활용방안과 대상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정부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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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민간 위탁 대상 및 연도별 계획

민간 위탁 대상 대  상  업  무

시설관리 냉 난방 급수 배관 영선 전기 조경 및 제초 청소

차량정비 상용 민수 차량 정비

세탁 수선 수리
모포 침낭 등 세탁 군화 텐트 부대지급 품목 등 수선 책상 캐비닛 

등 수리

복   지
간부식당 회관 숙소 음식점 이 미용실 세탁소 마트 쇼핑타운 군 

콘도 중앙복지시설 등

년 추진계획 년 추진계획 년 이후 추진계획

시설관리 위주  

민간 위탁 추진

민간 위탁 대상 확대 및 평가

차량 정비 복지 시설 등

민간 위탁 대상 확대 시행

단위 기능 또는 조직 전체 대상 

위탁경영방식 도입 검토

출처 국방부  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민간 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분야는 시설관리

차량 정비 세탁과 수선 수리 복지 분야인데 민간 위탁 대상 및 연도별 추진

계획은 표 과 같다

민간 위탁의 범위는 년 이후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육군기지 비축 유류를 해제하고 정부 비축유류 및 민간 위탁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기존에 년부터 년까지 유류 위탁저장시설을 

건설 후 년으로 계획되었던 유류지원대 해체시기를 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년까지 약 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군 차량 임차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대를 임차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년까

지 군단급 및 향토사단 이상 부대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물류체계의 개선 분야에서도 민간 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군 물류

체계는 다단계 보급체계와 다양한 보급형태를 혼합 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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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발생하고 적시배급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군별로 물류거

점이 분산 운용되고 있어 지리적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이 영세하고 

낙후되어 노동집약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방부는 계획예산관과 군수

관리관 공동으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군 통합물류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여 군 통합물류체계를 새롭

게 설계하고 중앙 및 지역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며 국가 및 민간물류체계를 

군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급단계를 단순화시키고 지역개념

에 의한 각 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자보급 급식유통 수송 정비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국가 및 민간물류체계의 활용인데 국방부는 국가물

류기본계획에 군 통합물류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 

권역 복합물류시설과 군 물류체계를 연계시키고 통합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

에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년에는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군 통합물류체계 구축방안 결정을 마무리하고 년에는 국토해

양부 민간 업체와 협의하여 수송연계체계를 마련하며 년부터 예산반영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 물류체계 활용을 통한 군 물류체계의 개선

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만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군 인력 절감은 물론 

국방경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민간 위탁업체 선정으로부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민간 위탁업체 선정시에는 운영실적과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을 기준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자 부대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의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전 평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

하여 민간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평 가

미국은 년 민간자원 활용지침 을 제정하여 민간 부문

에 비해 비용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무의 외부 위탁 정책화를 시작으로 경쟁 

위탁제도를 활성화하였다 영국 역시 로 

통칭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활동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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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방부 소유의 국방개발획득 

운용회사인 를 통해 연방군의 비핵심 분야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

여 획득 및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자유경쟁 원칙에 기반을 둔 경영방식을 우리 군에 도입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또한 비전투 분야의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병력절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탁은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원칙도 정립되지 않아 미흡한 실정이다 고작해야 국방부 내부 문서인 

민간자원활용계획이 전부다 반면 미국 국방부에서는 에 의거 경쟁위

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이 이상의 비용절감이나 만 

달러 이상의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하

고 있다 영국 역시 관련 법률을 근거로 민간 위탁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년 이후 의 비용절감과 이상의 사용자 만족도를 달성

하였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탁 역시 원칙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과거 민간 위탁의 목표가 군 

능력 부족 분야를 보완하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목표는 비전투 분야에서의 

병력절감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병력절감이 가능할 때 민간 위탁

으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무분별

한 민간 위탁 확대는 노력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위탁으로 전환시 인건비의 증가로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소요예산 증가를 감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단순히 병력감축을 목표로 한다면 

비전투분야에서 민간분야를 확대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민간 위탁 확대의 대전제가 경영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가용 

예산도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 위탁 대상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군의 자족적 운영체계에 비해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민간 위탁 전환시 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된다면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국방부 

자체 검토 결과 세탁 물자수리 시설관리 정비창 단순 노무 차량정비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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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초 등 개 분야의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시 현행 인건비 억원보

다 억원이 증가한 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자원활용에 따른 재정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방부에서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 관사 현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예로 들면 년부터 년까지 집행한 사업은 

조 억원에 달하며 이를 상환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매년 평균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분야의 상환 소요는 년에는 억 

원으로 증가하고 년에는 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상환

예산이 전체 시설예산의 병영기본 시설 및 군관사 예산의 를 차지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이 누적되어 국방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 위탁 확대시에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보다 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국방부의 민간자원활용계획 은 민간자원 활용의 확대에 따라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민간 위탁 운영체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국방 민간 위탁은 사업국

각 군 소관사업과 계획예산관실 소관사업으로 구분되어 표 와 같이 

이원화 운영되고 있다 분리 운영되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은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제한되고 영세한 민간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운영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민간 위탁

업체 선정과 관리에 따르는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방대한 민간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 민간 위탁 관련 분야 지정과 예산 

편성 관리 평가 등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가 필요하다

즉 민간 위탁의 확대는 각 분야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지원 

전 분야를 민간자원 활용방식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이 모두를 하나의 관리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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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기관별 국방 민간 위탁 소관사업 현황

통제기관 사업국 각 군 계획예산관실

소관사업

외주정비

환경 오폐수 처리

수송

건축 공사위탁

위탁진료

전산장비 통합정비

연구 용역

시설물 관리

차량정비

세탁 수리

복지회관 간부식당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 위탁 역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민간 

위탁의 확대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의 운영실적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이를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한 기존 민간 

업체를 퇴출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민간 위탁업체를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부재하다

다. 민 ‧ 군 협력 강화

(1) 추진현황

엄밀히 말해 국방경영의 효율화에 있어서 민 군 협력 강화는 별도의 과제

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과 민간자원의 활용

다음 절에서 살펴볼 국방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있어서 민 군 간 협력강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 군 협력의 강화

는 각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군 책임기관운영제도나 민간 위탁이 확대된다면 민 군 협력의 필요성

은 증가하지만 민 군 협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 군 간 기술교

류를 확대한다고 해서 그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

에서는 원활한 민 군 협력을 통하여 민간자원활용과 민 군 간 기술교류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 군 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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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들어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은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수품과 

민간제품의 호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수품 전용규격의 를 상용 전환

하여 민간자원활용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앞에서 살펴본 군 물류체계

의 개선에 있어서도 군 물류체계를 국가 물류체계와 연계하는 동시에 민 관

군 가용 수송자산을 통합 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비 분야에서는 창정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하고 첨단장비 정비는 민간 우수시설과 기술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장비 분야

에 있어서는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간 시험평가

인프라 공동활용에 합의하였고 년 월 정부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국

방부와 중소기업청 간 예산 기술 공동활용 를 체결하여 년 월

민 군 간 기술교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국방부와 도로공사가 상호 업무지원 를 체결하여 도로공

사 교통정보 시스템 군 활용체계를 구축 년 월 하는 등 국방부는 각종 

전투지원 분야에서 민 군 간 협력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평 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군의 민간자원활용은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과 민간 자원의 활용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군은 자족적 체제로서 민간

자원의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국방개혁 의 시행과 함께 

민간자원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군 책임

기관운영제도와 같은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시험평가 후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에서 추진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군수품의 

를 상용 전환하여 민간자원활용을 확대하였으며 군 물류체계 개선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서 민간자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도로공사 등과 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민 군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이를 

확대한다면 민 군 협력의 강화는 물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원 

활용의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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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 군 협력의 강화는 자칫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의 임무수행능력

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군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시에

는 군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지원이 평시와 같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평시에도 상이한 업무수행 체계로 인하여 민과 군의 협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민 군 파트너십 체제의 구축 차원에서 전시 민간 부문의 

정상적인 운용 가능성과 임무수행능력 향상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민과 

군의 협력적 작전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4.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가. 방위산업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1) 추진현황

과거 이념갈등에서 최근에는 종교 정치적 소요 영토분쟁 등 수요에 있어

서 다양한 증가요인이 발생한 결과 세계 방산수출 시장은 년 이후 국지

적 분쟁 자원확보 경쟁심화 등으로 표 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자국 무기체계 소요 감소에 따른 방위산업 기반의 

유지와 지속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표 4-5> 세계 방산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년 년 년 년 년

수출액

출처

주 수출금액은 완제품 기준이며 부품 및 후속군수지원은 제외 따라서 이를 포함할 

경우 세계 방산수출시장은 억 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표 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방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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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에 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방산 수출 수주가 년에 이르러서는 

억 천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수출품목도 기술집약적 첨단 제품의 수주

가 증가하여 기존에는 항공 탄약 기동 분야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통신전자 함정 총포 및 화력 분야로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이고 자주포

훈련기 전차 항공기 탑재장비 항력감소 고폭탄 등의 고성능 

무기체계의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수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표 4-6> 연도별 방산 수출 수주규모 현황

단위 억 달러 개

구 분

수출액

대상국

업체수

이에 국방부는  년 방위백서를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노력을 계약 단계에서 적절히 보상

해주어 자발적 경영혁신 노력을 유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산수출 규모의 증가는 미비한 수준이다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화하여 방산수출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이 국

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방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의 기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방산수

출을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

야 한다

현재 수출이 검토되고 있는 항공기 전차 등 대부분의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크게 취약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높은 기술료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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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모의 경제에 취약하고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수익성과 

저조한 생산성 낮은 성장성과 가동률 저하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낮다

<표 4-7> 방산업체의 수익성, 생산성, 가동률 지표(2007)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생산성 백만원

인당 매출액

성장성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가동률

방 산 제조업 방 산 전 체 방 산 전 체 방 산 제조업

억 억 

주 는 최근 년 간 기준 

는 방산참여 업체 전체 매출액 기준

국방부는 방산업체의 기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금융지원 및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방산육성자금으로서 연구개발비 수출자금 등의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며 금융지원의 수혜대상도 확대하여 년 월부

터는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참여 일반업체까지도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전시회 참가 해외 시험평가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료 감면제도를 추진

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법 제 조에 따르면 방산물자 수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은 국내 순조달가격의 방산기술의 수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은 순 

판매가의 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기술료 징수는 수출제품

의 가격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술료 부과 효율과 

범위 대상 기간 수혜 대상자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년 월부터 연구개발 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이 협력에 참여할 때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는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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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은 민간 분야의 수출과 달리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와 후속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정부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규모 방산수출의 경우에는 구매국 정부에서 산업협력 현지 

투자 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 분야의 획득 및 수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산수출 지원 전문조직인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 를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출범시켰다 국방부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방산수출 촉진회의

를 국방부 차관 주재로 설치 운영하여 방산수출에 따른 대응구매 수입국의 

요구조건 검토 등 방산수출과 관련된 긴급 현안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지식경

제부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상설지원기구로서 방산물자 교역 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간 판매제도를 도입하고 

표 과 같이 관련 국가들과 국제 방산군수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방산수출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

사업청 내부에는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산수출지원 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수출진흥과와 인증기획과를 신설하는 등 수출지원 조직을 보강하였으

며 이밖에도 기업에 다양한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산 수출입지원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의 구축은 향후 방산기업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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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국제 방산군수협력 협정 체결 현황

년 월 말 기준

구   분 국     가 총 개국

아시아 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니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호주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럽 개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립국가연합

개국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중동 개국 터키 이스라엘

북미 개국 미국 캐나다

남미 개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프리카 개국 이집트

출처 국방부  년 국방백서 년 수정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되고 있는데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협의회 규정 대

통령훈령 제 호 년 월 에 따르면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는 

외교안보수석을 주관으로 수출정보의 공유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사항을 협의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방위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산업물

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호 년 월 에서는 

정부가 민 관 합동기구인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책임 하에 설립하여 관련 부처들이 방산수출을 상시적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방산수출을 정부 주도로 추진

하기 위해서 방산물자 등의 정부 간 판매에 관한 규정
53)

대통령훈령 제

호 년 월 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년 국방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면 방산육성자금 연구개발 

등 개 분야에 약 억 원을 융자해 주고 중소기업에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53) 정부 간 판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정부 간 중개방식’은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고, ‘정부 간 거래방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구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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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권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에 

의한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방산수출 통제 및 인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방산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2) 평 가

과거의 방위산업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가 지배적이었으며 국방전력 보

유를 위한 내수조달이 우선시되고 잉여자원은 수출한다는 마인드를 견지함

으로써 수출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였다 방위사업법 제 조에는 방위

사업의 목적을 자주국방 기반 마련을 위한 방위력 개선 방산육성 군수품 

조달 등을 통한 선진강군 육성 이라고 하여 정부가 방위사업의 목적을 군수

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방산수출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의 국산화 종합계획 역시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방산수

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수출 전담 지원조

직의 부재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수출정책 수립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며

복잡한 지원절차와 다양한 의사결정 경로로 인해 방산수출 업체들의 어려움

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보는 이전과는 차별화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방

산물자 등 수출지원 협의회 규정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방산물자 등의 정부 간 판매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방산수출의 기틀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

협의회 방산수출 촉진회의 방산물자 교역 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방산수출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 시스템은 부처별 방산수출 

지원 관련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방산수출 지원에 

한계가 있다 방위사업법 제 조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의 투자촉

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
4
장
-
국
방
경
영
의

현
황
과

평
가

59

정부조직법 제 조에 의하면 산업 및 무역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

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출 

관련 업무가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방위사업청의 설립목

적은 군수조달이며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을 수행하는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의 인프라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방산수출을 효과적으로 비원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산수출 정책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 캐나다 등은 민간에서 

주도하여 방산업체 지원과 방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1) 추진현황

방위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방산수출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의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민간 

분야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은 국외 

도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첨단무기에 대한 자체 개발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비전을 세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

로 명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선진권으로 진입시키

고 장기적으로는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의 향상된 기술은 단순히 국방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민간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고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54)

현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능력 대비 시 수준으로 세계 

위권으로 추정
55)

되는데 이러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54) 국방과학연구소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국방과학연구소 40년 연구개발 투자효과 분석’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 연구개발이 국가 경제성장에 7.44% 기여했으며, 16조 원 투자로 187조 원의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일보, 2010년 8월 12일.

55) 국방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2010〜2024 (서울: 국방부,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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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국방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년까지 수준

으로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확대하여 년

에는 에 불과하던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년 로 확대하였다

또한 전력투자비를 주전력획득비와 국방연구개발비로 분리하여 별도로 배정

하되 국방연구개발비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연도별 국방연구개발

비 투자 계획은 표 와 같다

<표 4-9> 연도별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국방비

억 원
조 조 조 조 조 

연구개발비

억 원
조 조 조 조 조 

연구개발비 

비중

출처 국방부  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전략은 개방형 연구개발 활성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개발 간 산 학 연 참여 확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이전 활성화 민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 군 겸용 기술 개발 탈석유

화 시대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간과

의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전까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국방부 내에서 다소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던 국방과학 연구개발을 

산업부문과 연구기관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접목

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복안이다

국방 연구개발에 있어서 민간 참여를 확대한 결과 산 학 연 핵심기술개발

의 비중이 년에는 에서 년에는 로 증가하였으며 년

까지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제협력

도 강화하여 군사기술 선진국과의 절충교역 기술인력 교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과는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방산기술 수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
4
장
-
국
방
경
영
의

현
황
과

평
가

61

이 밖에도 국방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연구 실험시설을 첨단화

현대화시키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방특화센터를 피탐지 기술 생존성 기술 스텔스 

기술 등 개 분야에서 신설하여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도 국방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산 학 연 핵심기술

개발 비율을 확대하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핵심기술을 집중적으

로 개발하기 위해 특화연구센터 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2) 평 가

국방부가 기술개발 간 산 학 연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민 군 교류를 

확대하여 개방형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민간 부문과의 교류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에서 특화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경제

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 군 간 기술교류

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민 군 간 기술교류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 발전시켜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아직 국방기술 

선진국들에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수준이다 년 현재 전체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인데 이는 이전보다는 증가한 수치이지만 

표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방기술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정부연구개발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도 년 기준 

여서 가입국 전체 평균인 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년까지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로 증가시킬 계획이고 국방개혁 에 따르면 년까지 수준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다 국방개혁 

에 필요한 재원규모는 년 최초 계획수립 시에는 조 원 규모로 

책정되었으나 년에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 원으로 조정되었다

방위력 개선비 역시 조 원 정도가 축소된 조 천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그 결과 연구개발비가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로 확대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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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천억 원으로 최초 계획에 비하면 감소된 규모이다 국방개혁 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안정적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과 마찬

가지로 국방과학기술을 향상시켜 국가 경제발전의 신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비가 계획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표 4-10> 국방기술 선진국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구   분 년 년 년 년 년

한    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러 시 아

출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통계 연보 서울 방위사업청

이와 함께 국방연구개발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국

방 연구개발 정책은 획득대상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방산 기업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만 수행하고 

원가보전 방식에 의해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제품도 국내 개발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 위주로 연구개발비를 집중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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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변화와 포괄안보 역량 구축

1. 안보환경과 안보성격: 지속성과 변화

세기의 전환기인 세기 후반과 세기 벽두에 발생한 일련의 국제적 사건들

은 국제관계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왔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년대 후반과 년대 초반 국제정치환경의 극적인 변화는 제 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등장한 냉전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야기하였고 세기 시작과 

더불어 발생한 뉴욕 테러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국제체제의 급변과 새로운 유형의 위협 대두로 요약

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의 항구적 주제중의 

하나인 안보연구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6)

일반적으로 지난 냉전기 안보연구는 당시의 국제체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국가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그리고 가치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안보개념을 증진시키면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안보는 주로 국가안보

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력균형 동맹 억지와 방위라는 군사적 관점

에서 정의되었다 안보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57)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강대국 사이의 이념적 대결과 전면전쟁의 위험이 

급격히 감소하고 전통적 안보위협인 주권국가에 대한 영토위협과 같은 국경

문제가 감소되자 군사력의 대규모 투입 및 사용 가능성도 감소되었다 특히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의 영향으로 세기에 들어와서는 민족 인종

종교 문화 자원 경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갈등과 소규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58)

이와 더불어 국제 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밀매 대량난민문제 해적 

56)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와 안보 패러다임,”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서울: 인간사

랑, 2005), pp. 91~92.

57) 위의 글,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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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 이 등장하였다 초국가

적 위협은 국가영역을 뛰어넘어 행위의 반경이 지구적인 위협으로 정의된다

초국가적 위협은 정치 경제적 의제와 같은 공통의 특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하고 대량인명살상을 가할 의지와 능력

을 공유한다 미국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초국가적 위협은 국제적 테러리즘

마약밀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그러한 무기들을 위한 운반체계 및 조직적 

범죄와 같은 행위를 구성하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초국가

적 행위를 포함한다
59)

이와 더불어 년 테러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대칭 위협

이 부각되고 있다 년 미 합참이 발행하는 

를 통해 제시된 비대칭 안보위협은 미국이 예상했던 작전

방법과는 완전히 틀린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취약점을 이용하면서 미국의 

힘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비대칭 접근방법은 일반적

으로 상대방의 이니셔티브 행동자유 혹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 및 

혼란과 같은 중요한 심리적 충격을 추구한다 비대칭 방법은 상대방의 취약성

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비대칭 접근방법은 종종 혁신적이고 비전통적인 

전술 무기 혹은 기술을 고용하고 전략 작전 전술 등 군사작전의 스펙트럼에 

걸쳐있는 모든 수준의 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60)

이를 토대로 미 합참

은 에서는 비대칭 접근방법을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직면

할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였으며
61)

뉴욕 테러 직후에 나온 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은 과거의 위협기반 모

델보다는 능력기반 모델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기습 기만 그리고 비대칭 전쟁에 의존할 적들을 억지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62)

따라서 세기 국제안보환경은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복잡하고

58) 윤태영,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서울: 인간사랑, 2005), pp. 15~16.

59) US Defense Science Board, “DoD Responses to Transnational Threats,” Vol. I Final Report (October 

1997), p. ix.

60) Steven Metz, “Strategic Asymmetry,”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1)에서 재인용.

61)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20 (Washington, D.C.: USDoD, 2000), p. 5.

62)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USGPO, 2001),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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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확실한 형태의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정치 경제 및 

군사적 능력은 보다 많은 국가와 행위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등장으로 

국제체제는 더 이상 쉽게 정의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계

화는 기술 혁신 과정의 변혁을 가져온 반면 광범위한 행위자들에게 첨단기술 

획득의 장벽을 낮추어 주었다 기술 분야의 혁신과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정보 

유통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세기에 주로 국가들만이 갖고 있던 능력과 영향력

을 비국가 행위자들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63)

이와 관련해서 하스 는 미국의 단극적 상황이 끝났으며 세기 국제

관계는 무극체제 로 정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4)

하스에 따

르면 세계는 한 두개 국가나 심지어 몇 개 국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권력을 보유 행사하는 아주 많은 행위자들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로부터의 구조적 전환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관계는 다수의 국가행위자의 출현으로 얼핏 보면 세계가 다극적인 것처

럼 보이지만 수많은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비국가 행위자

들이다 또한 오늘날 국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 행위자가 

권력에 대한 독점력과 일부 영역에 걸친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가

는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세기 무극체제가 도래할 

것이라는 하스의 논거는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대와 권력 원천의 다원화

와 분산화에 근거하는 것이다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지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으며 평화를 유지하고 유해한 군비경쟁을 예방하고

자 하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여타 강력한 요인들이 안보환경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원소요의 급증 연안지역의 

신속한 도시화 기후변화의 영향 새로운 병종 의 출현 몇몇 지역에서 

목격되는 뿌리 깊은 문화적 인구분포적 갈등은 복잡한 형태로 상호 작용하는 

경우 미래에 분쟁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동향들이다
65)

63) US Do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한국국방연구원 역, QDR 2010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 9. 

64) Richard N. Haass, “The Age of Nonpolarity: What Will Follow U.S. Dominance,”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65) 한국국방연구원 역, QDR 2010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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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경우 세기 국제안보환경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면서 지속과 변화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전통적 안보 측면이다 전통적 안보위협은 과거와는 상대적으로 주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 대결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군사력 중심의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에

서 비롯된다 하겠다 특히 연성권력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문화적 보편성과 국제적 활동을 

규율하는 일련의 유리한 법칙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은 서로 연관되고 상호보완

적 구실을 하고 있다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구분은 행태의 특성과 자원의 유형에서 나타난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두 가지 권력은 타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자국의 목표를 성취시키는 능력의 서로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배적 권력 타국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힘 은 강제나 유인에 의존한다

선택적 권력 타국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힘 은 문화나 이데올로기상

의 매력이나 또는 정치적 선택의 의제를 조작하되 행위자들이 그런 선택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선호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형태로 조작하는 능력 따위에 의존한다 지배적 권력과 

선택적 권력 사이에 위치한 행동 양태들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모습

을 보인다 즉 지배적 권력과 강제 유인 의제설정 매력 선택적 권력 순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성권력의 자원은 

선택적 권력 행태와 연관되는 것이 보통이고 경성권력의 자원은 보통 지배적 

행태와 연관되어 있다
66)

오늘날 미국의 힘과 관련하여 경성권력의 자산보다

는 연성권력의 자산이 훨씬 커 보인다 저급이건 고급이건 미국의 문화는 

로마제국 시대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처럼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가고 있지

만 그와 색다른 면이 있다 로마와 소련의 문화적 영향력은 군사적 영역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성권력은 해가지지 않는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고 있다
67)

66) Joseph S. Nye, Jr., 홍수원 역, 제국의 패러독스 (서울: 세종연구원, 2002), p. 37. 

67) Josef Joffe, “Who's Afraid of Mr. Big?,”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2001), p. 43.



이
명
박
 정
부
 안
보
정
책
의
 세
부
 실
천
방
안

68

이처럼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일차적 목적은 자유를 선호하는 세력균형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68)

미국은 가

지 유형의 국가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인식한다
69)

첫 번째 유형은 특정 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강대국들이다 이러

한 국가들로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일부 국가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다극체제의 

세계를 선호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일부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일부는 미국

에 적대적인 주요 지역 국가들이다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그리고 북한이 

이에 속한다 이들 지역적 적대 국가들은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과 

방위기획의 초점이 되어 왔고 가장 집약적인 미 군사력 사용의 목표가 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수많은 약소국들이다 이들 

중 많은 국가들은 최근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들을 

겪어 왔다

이처럼 전통적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압도적인 정치 군사적 힘의 영향으

로 미국의 주요 경쟁 국가들은 경성권력보다는 연성권력을 활용하여 자신들

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일방적 우위를 견제하고자 한다

연성균형전략은 국제제도를 활용하거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치력 발휘 외

교적 협정 등 비군사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상대국과의 직접적 대립을 초래하

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의 권력사용을 지연 혹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권력사용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70)

이러한 연성균형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균형을 이루

어 자신들의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71)

결론적으로 세기 복잡한 국제안보환경에서 전통적 안보의 성격은 과거

68)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p. 1.

69) Jeremy Shapiro and Lynn E. Davis,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Lynn E. Davis and 
Jeremy Shapiro(eds.), The U.S.-Army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Santa Monica: RAND, 

2003), p. 10.

70) Robert A. Page,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pp. 17~18.; T.V. Paul,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2005), pp. 46~71.

71) Andrew Hurrell, “Hegemony, liberalism and global order: what space for would-be great powers,” 
International Affairs, Vol. 82, No. 1 (2006), pp. 1~19.



제
5
장
-
안
보
환
경

변
화
와

포
괄
안
보

역
량

구
축

69

와는 달리 주요 국가들 간의 무력 충돌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 간의 경쟁구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 간의 힘의 이동이 정중동 차원에서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힘의 이동은 년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보다 부각되어 왔다
72)

요컨대 세기 전통적 

안보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주요 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된 반면 이들 국가들은 불안정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자신들의 영향

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권력의 증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비전통적 안보 측면이다 세기가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로 전통적 

안보위협이 중심이 되었다면 세기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통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상호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 이와 더불어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세기 

국제안보환경은 국가 중심의 전통적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국가 주권의 절대성이 부정되면서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해 온 다양한 쟁점영역 예를 들면 외교 경제 안보 등 의 탈국가화 현상

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국제안보

환경은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국가의 약화에 따른 내외부적 위협 증대 안보 

주체의 다양화와 초국가적 비대칭적 안보위협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의 등

장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 등으로 국가 내부와 국가 사이의 가등을 증폭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실패한 국가나 실패하는 

국가에서 비롯되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국제적 테러리즘 마약밀매 인종분

규 등 초국가적 위협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세기 국제안

보환경에서는 과거 국제체제에서는 강자의 특권이었던 전쟁의 수행이 점차

72)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강대국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힘의 이동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조. Christopher Layne, “The Waning of U.S. Hegemony-Myth or Real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Summer 2009), pp. 147-72; Parag Khanna,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Randdom House, 2008; Kishore Mahbubani,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New York: Public Affairs, 2008;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November 2008; Fareed Zakaria,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W. Nort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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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약자의 전술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3)

2. 한국의 역량과 국제적 위상 변화

세계역사의 발전과정에서 향후 영향력 파급의 진원지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 변해 오고 있는데 세기 말에 들면서 동북아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기의 지중해시대 세기의 대서양시대 그리고 세기

의 태평양시대에 이어 세기가 아시아의 시대라고 언급되고 있다
74)

따라서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기는 이른바 

아시아의 세기로 이 지역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의 세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작은 국가들은 물론 그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과 지적인 영향력을 서구에서 넘겨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

적이다
75)

경제성장에 기초한 아시아의 부상은 년대 일본에서 시작하여 

년대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으로 번지고 곧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확산되었으며 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급격

하게 부각되었다 비록 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아시아의 눈부

신 경제성장 추세가 둔화되었지만
76)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여전히 아시아의 전략적 부상을 웅변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핵심 국은 년도 현재 세계 의 

세계인구의 세계 무역량의 그리고 세계 외환보유고의 

를 각각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면 그 구성비중은 

대폭 커지게 된다 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은 세계 생산 공장으

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세계 최첨단기술과 방대한 자본력을 바탕

으로 최상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

은 동북아와 세계의 귀중한 자산이며 한국 역시 내적 활력과 역동적인 인적 

73) Michael Mandelbaum, “Is Major War Obsolete?,” Survival, Vol. 40, No. 4 (1999), p. 35.
74) 박종철 외,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6), p. 21.

75) 손민중 역, 2020 세계경제의 라이벌: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중국‧인도‧일본의 미래전략 (서울: 랜덤하우스, 

2010), p. 36.

76) 1997년의 금융위기가 아시아 각국에 미친 영향과 중국 및 인도의 부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B.H. 

Denoon, 박 안토니오 역,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부상: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의 질서 재편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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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창의적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경제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풍부한 부존자원과 잠재력은 동북아지역의 

미래 번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77)

한편 동북아 국제관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세기말부터 세

기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한국은 언제나 세계의 변방이

자 아시아의 변방국에 불과하였다 사실 한민족에게는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 중심국가의 조그마한 변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것이 근대 

이후에는 식민지화와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약소국 의식으로 변화되

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의 기저에는 항상 약소국 현실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지난 냉전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전형적인 

냉전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었다 한국은 동맹 편승과 진영외교를 축으로 

경성권력 중심의 국가목표를 추구해 왔다 한국이 냉전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제정치환경의 구조적 제약

한반도 분단과 남북 대립 그리고 우리의 역량 미달과 자각의식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78)

그러나 세기 아시아의 시대 개막과 더불어 한국의 역량과 국제적 위상은 

놀랄만하게 변화했다 세기에 들어와 한국은 세계의 변방 아시아의 변방

에서 벗어나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세계의 주요 국가로 성장하여 오늘날에는 

중견국가 로 국제적 위상을 자리매김하였다
79)

일례로

년 중국 국무원의 주요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 연구소에서 

기술력 인적자원 자본력 정보화 자연자원 군사력 외교력 정부통제

력 등 개 변수를 수치화하여 세계 대 국가의 종합 국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종합국력은 세계 위였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부는 향후 년 동안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77) 박종철 외,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pp. 30~31.

78) 이수형, “중추적 중견국가론과 참여정부의 실용적 균형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1호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2008), p. 218.

79) 중견국가에 대한 개념정의 및 주요 외교적 행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ars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MacMillan Press, 1984; Mehmet Ozkan, “A New Approach to 
Global Security: Pivotal Middle Powers and Global Politics,” Perceptions, Vol. 11, No. 1 (2006), pp. 
77-95; Andrew F. Cooper, Richard A. Higgott, and Kim Richard Nossal,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Vancouver: UBC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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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캐나다 한국 인도

종합

국력지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북한

내놓았다

<표 5-1> 종합국력 측면에서 본 세계 10대 국가(중국의 평가)

출처 박종철 외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서울 오름

에서 재인용

<표 5-2> 국력지수의 변화

출처 박종철 외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에서 재인용

이러한 한국의 국가적 역량 변화에 기초하여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정부의 안보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의 

목표와 전략기조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과제별 추진방향을 제시한 외교안보 

비전과 전략을 담은 외교안보전략지침서
80)

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라는 외교안보전략지침서
81)

를 발간하여 한국의 역

80)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와 국가안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81)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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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발전 및 국제적 위상 증진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선진 대한민국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전략인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은 범세계 차원에서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 관해 적극 협력하고 처방을 내리는 나라를 뜻한다 더 넓은 시야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범주에 

국한된 소극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외교의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대외

관계와 국가이익을 세계차원의 공간에서 설정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

세에서 출발한다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추구할 것이다
82)

따라서 이명

박 정부에서는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 구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외교관계의 중요성과 연성권력을 강조하고 있다
83)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을 통해 국민 통합 실용적 성과

그리고 국제적 협력에 기반을 두어 창조적 실용주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주변 환경에 대한 냉철하고 치밀한 평가 하에 

실천 가능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 투입한 노력과 비용에 

대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행동 규범을 뜻한다
84)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외교안보 비전과 전략 하에서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노력은 현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정상회의 및 제 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년 월 미국 피츠버그

에서 열린 차 회의에서 년 월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

는 성과를 시현하였다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

들 사이에서의 진실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85)

또한 한국은 년 월 워싱턴에서 세계 개 국 및 유엔 유럽연합 그리고 

82) 위의 책, p. 12.

83) 한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한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서울: 외교통상부, 2009) 참조. 

84) 청와대,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pp. 14~15.

85)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년도 정세 평가와 2010년도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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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가 참여하여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여 북핵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등 국제적 비확산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가교적 역할 등을 수행

하였고 특히 제 차 핵안보정상회의를 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외교적 성

과를 거두었다

한편 글로벌 외교를 통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노력에도 성과를 거두

었다 이명박 정부는 년 월 신아시아 외교구상
86)

발표 후속 조치로 아세안 개국과의 관계 격상 등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은 년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

원조위원회 의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명실상부하게 원조 수여

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

는데 기여하였다 이번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개발원조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지원에서 구

속성 원조 비율이 수준이나 한국은 구속성 원조 비율을 년까지 

로 원조액을 총 소득 대비 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87)

이밖

에도 한국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 아시아와 세계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기에 들어

와 중견국가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양적 질적 성

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더 큰 대한민국 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년 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8)

먼저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총 억 불 규모의 

원전사업수주를 통해 우리 원자력 역사상 첫 원전 수출의 쾌거와 함께 

86) 신아시아 구상의 핵심은 범세계적 이슈 해결 주도, 아시아 각국에 대한 맞춤형 경제협력, 아시아에 대한 한

국의 역할과 기여확대, 그리고 아시아의 이슈별 협력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87)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년도 정세 평가와 2010년도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pp. 26~27.

88) “청와대 정책소식” Vol. 51 (2010년),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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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였다 셋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거대 경제권과의 를 체결하여 전 세계 의 약 에 

달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하고 자원 및 지역경제 거점 

국가와의 활발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우리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과의 신속한 

통화 스왑 체결 및 확대로 외환위기 우려를 차단하고 국제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상품 수지흑자를 달성하여 년 이후 최대의 국제수

지 흑자를 이루었다 다섯째 한미 전략동맹을 심화 발전시켰다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하여 한 미 간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를 최상의 

동맹 관계로 발전시켰다 여섯째 한 중 일 국의 동북아 역내 협력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일곱 번째 신아시

아 외교 구상을 통해 범아시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협력관계 발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였다

여덟 번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통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고 유엔 파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

에 기여하는 등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해 국력에 걸맞은 기여 외교를 

강화하며 따뜻한 대한민국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교류 편익 

증진 및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 한미 대학

생연수취업 프로그램 시행 일본 뉴질랜드 취업 관광사증쿼터 확대 

추진 해외봉사단 파견 추진 등 우리 국민의 해외교류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연수 취업 문호를 확대하였다

3.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발전89)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크고 작은 

외교안보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 간 공조체제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공조체제는 비단 북핵 문제 해결과 

89) 이 부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이수형, “한미 전략동맹의 현황과 과제,” 한반도 포

커스 No. 8 (2010), p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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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관리 차원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금융위기 대테러전쟁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지역적 지구적 안보 현안 문제 해결과정에

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출범 년 반 동안 한미관계가 기대 이상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저에는 무엇보다도 양국의 동맹정책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세기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한미 양국은 

본격적으로 동맹조정에 착수하였다
90)

일반적으로 동맹조정은 크게 미시적 

동맹조정과 거시적 동맹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시적 동맹조정은 동맹의 

적대 세력과 목표에 있어서의 인지적 정책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가운데 

동맹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동맹조정은 보통 주둔군지위

협정 의 변화 방위비분담 비율 및 방식의 변화 기지이전 군사전력

의 재배치 주둔 군사력의 증감 군사전략의 변화 등을 야기한다 지난 냉전기 

북대서양조약기구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

었던 동맹조정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거시적 동맹조정은 

동맹의 적대 세력과 동맹 목표에 있어서의 인지적 정책적 변화를 수반하는 

가운데 동맹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 정립해 나가는 근본적 동맹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통 국제안보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맞물려 발생한다 따라

서 거시적 동맹조정은 기존의 위협인식과 동맹 목표에 있어서의 수정 변화

동맹의 군사구조의 근본적 변화 주둔군 군사전력 및 동맹의 역할 변화 등으

로 나타난다 거시적 동맹조정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맹재조정 과정을 들 수 있다
91)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미동맹 재조정은 미시적 차원의 합의 

이행과 거시적 차원의 정치적 타협 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즉 미시적 동맹조

정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원만한 합의 하에 동맹재조정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거시적 동맹조정 차원에서는 당시 한미 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동맹정책의 

상이함으로 인해 정치적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90) 지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미동맹 재조정의 배경, 이행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수형,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 

제1호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3~27.

91)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변환과정에 대해서는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 (파주: 한울아카데

미,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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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되었던 동맹조정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부분적 성과만을 부여하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동맹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 정립해 

나가는 거시적 차원의 동맹조정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데 정치적 타협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전 정부의 유산을 물려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외교안보의 비전

과 전략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를 천명하였다 성숙한 세계국가

라는 비전과 전략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는 년 월 일 한미 정상회담

을 통해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으로 한미 전략동맹을 제시하였고 이에 

양국은 한미동맹을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전략동맹은 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

하면서 전략동맹의 핵심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표방하였

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는 년 월 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세기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동맹미래비전을 채택하여 한반도 아

시아 태평양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추

구하기로 합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비전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한미 전략동맹은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외교안보비전과 

전략의 산물이자 지난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 놓았던 거시적 차원의 

동맹조정을 큰 틀에서 매듭짓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한편 한미 양국은 년 월 천안함 사태 이후 정상회의를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를 년 월 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고 곧 이어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후속협의를 제도화시

키기 위한 전략동맹 를 년 월에 개최된 제 차 한미안보협의회

에서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월에 개최된 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에서는 지난 정상회의 합의사항 및 회의 합의사항들이 재확인되었

다 나아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동맹의 협력 

범위 확대 북한에 대한 핵폐기 촉구 및 지속적인 대북제재 북한 도발 불용

한미 연합연습 강화 대한국 안보 공약 및 확장억제력 제공 한미동맹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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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이 재차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에서 특별히 부각된 것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새롭

게 합의된 전략동맹 국방협력지침

전략기획지침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합의

도 언급되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나타난 한미 전략동맹은 테러 

이후 소위 군사 변환에 따라 지구적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신이 설정

한 안보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맹의 성격과 역할 확대를 추진해 온 

미국의 동맹전략과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외교안보비전 하에서 미국과의 동

맹관계를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변화된 한국의 역량과 위상을 고려하여 지역

적 국제적 역할 확대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동맹전략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성보다는 두 전략 간의 공통분모 강조에 따른 합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미 전략동맹의 성격과 역할은 과거의 그것과는 많은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기존의 한미동맹이 한반도 

차원의 대북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둔 집단방위였다면 현재의 한미 전략동맹

은 동맹미래비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 동맹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 가운데 변화된 안보환경 및 우리의 역량 고려 성숙한 세계국가를 추구

하는 주요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한미 전략동

맹은 동맹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 정립해 가는 가운데 동맹의 역할과 활동

영역의 확장을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 기존의 집단방위와 미래의 기능적 안보 

역할을 병행하면서 동맹의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맹의 포괄성을 강조하는 한미 전략동맹은 큰 틀에서는 동맹의 

목표와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동맹미래비전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의 동맹조정 결과의 유산과 한미 전략동맹에 부합하는 동맹조정의 

새로운 현안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직면해 있는 중요한 동맹조정 

쟁점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성격을 규정지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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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맹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비록 년 월의 한미 정상

회담에서 동맹미래비전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미 

양국은 동맹미래비전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동맹의 군사적 역할과 임무 그리고 동맹의 안보활동의 영역 등을 담아내는 

로드맵 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문제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은 

년 제 차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문제를 공식 제기하

였고 미국도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여 년 월 제 차 한미연

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지휘관계와 전작권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년 월 제 차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제 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

은 전작권 전환을 포함하는 지휘관계 로드맵의 합의를 선언하고 이에 기초하

여 실무급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된 전작권 전환문제는 년 월 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환시점이 년 월 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년 월 북한의 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이 있은 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전작권 전환문제를 

재검토해 왔다 결과적으로 년 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

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일자를 년 월 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하

였다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국내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새롭게 약속한 전작권 

전환 일정이 이번에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작권 전환문제는 한미 전략동맹의 동맹미래비전

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현안 쟁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략적 유연성 및 파병 문제이다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이라는 각 편대로 이루어진 한미 전략동맹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평화구축동맹이며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해외 파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92)

먼저 전략적 유연성 

92)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개념과 의미, 성격, 중요성과 역할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최종

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구상,” 국가전략, 제12권 1호(2006), pp. 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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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이는 년 월 일 제 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공식 제의

하여 년 월 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 회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

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을 존중하되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과정에서 한국이 한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합의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간의 합의는 원론

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타협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유출과 유입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93)

다음으로 해외 파병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년

년간 연간 명 수준의 유엔 참여 및 유엔 참여법 제정을 통해 

유엔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94)

년 현재 

개국 개 지역에 명이 부대단위 동명부대 및 청해부대 및 개인자격으

로 참여 중이며 년 월 명 규모의 아이티 재건 복구 파견이 

이루어졌다 해외 파병과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군사력 투사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직면한 파병문제는 아프가니스탄과 직결되어 있다

년 월 제 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이후 미국 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요구해 온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아프간

에서 활동할 지방재건팀 인원의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국군부대의 파병 동의안을 년 월 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서는 지난 일 오쉬노 부대 

선발대가 출국한 상태이고 상반기를 전후로 해서 본대가 합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미 전략동맹으로의 동맹조정 과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문제로는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미사일 방위 참여문

제와 년 월 제 차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명문화된 확장된 억지

의 구체화 작업 등 동맹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 남아 있다

93) 이에 대해서는 김영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운용 조건,” 이상현 편, 한미동맹 로드맵: 비전‧쟁점‧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8), pp. 11~45 참조.

94) 청와대, “청와대 정책소식” Vol. 51(201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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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동맹조정 과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도 진행형 상태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과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동맹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계적이고 전략

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 것이다 한미 전략동맹으로의 변화 발전이 한미 양국의 동맹전략 

간의 공통분모에서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양국의 능력 편차에서 파생되는 

전략의 차별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인 동맹전

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95)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변화 발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이익과 동맹이익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치유

하여 동맹정책의 선택지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동맹관리전략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했

듯이 기본적으로 한미 전략동맹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활동영역의 확장은 

동맹 탄생의 법적 토대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략동맹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들은 한미 양국의 새로운 협의를 통해 조절하고 해결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한미 양국은 각자의 기회비용과 동맹관리의 거번너스 

비용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잉여통제권 의 정도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가 안보 동맹 계약을 맺을 때에는 각 상황에서

의 의무나 권리관계를 명시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약과는 달리 

안보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안보

동맹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영역에서 잉여통제의 문제가 발생

하고 이에 대한 권리는 동맹 회원국가들 간의 상호의존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그에 따라 동맹 회원국의 안보관계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96)

아래의 그림 에서처럼 무정부적 상태와 위계적 상태를 극단으로 

동맹 회원 국가들의 안보관계는 달리 나타나며 위계적 상태로 갈수록 동맹의 

95) 동맹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동맹정책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

맹정책,” 국방연구, 제47권 2호 (안보문제연구소, 2004), pp. 63~94.

96) David A. Lake, “Anarchy, Hierarchy, and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1 (Winter 1996), p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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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y Hierarch

Alliance Protectorate Informal empire Empire

성격이 보다 비대칭적으로 변화 잉여통제의 권리는 보다 우월한 동맹회원국

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역으로 무정부적 상태로 갈수록 동맹의 성격이 

보다 대칭적으로 변화 잉여통제의 권리는 동맹 회원국 각자가 완전한 잉여

통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잉여통제권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동맹 회원국 각자는 행동의 기회비용과 동맹관리의 거버넌스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맹 회원국 간의 상호의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그림 5-1 > 안보관계의 연속체 

출처

그러므로 비대칭적 동맹관계를 고려했을 경우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

의 변화과정에서 우리는 잉여통제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미 

전략동맹에서의 잉여통제권 문제는 한미 양국의 안보 및 동맹정책에 중차대

한 영향과 함의를 갖고 있는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미 전략동맹의 평화구축활동은 불가피하게 한미 전략동맹에 있

어서 안보활동영역의 확장에 따른 잉여통제권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잉여

통제의 문제는 동맹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통제의 정도에 따라 포기 와 연루

라는 동맹의 안보 딜레마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다
97)

지난 냉전기 한국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무 이행에 대한 의구심에 따른 

포기의 두려움을 가졌으나 세기 한미 전략동맹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연루의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한미동맹이 전략동

맹으로 변화하면서 포괄적 동맹을 지향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지구적 협업에 

97)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80~99; 이

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

치논총, 제3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pp.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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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협업의 정도 장점 단점

높은 참여
신뢰획득 포기위험 저하

책임 있는 국가 이미지 제고 

경제적 부담 증가

연루위험 증가 안보분야

협상력 감소

낮은 참여

경제적 부담 감소

연루위험 감소 안보분야

협상력 증가

신뢰저하 포기위험 증가

책임 있는 국가 이미지 손상

동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나 이는 한국에게 표 에 나타난 

딜레마를 부과할 수 있다

<표 5-3> 지구적 협업의 양난(兩難)

출처 조동준 지구적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업 정경영 외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 

전략동맹 파주 한울아카데미

이처럼 잉여통제권 문제 및 연루 딜레마는 한국의 안보 및 동맹정책에 

중차대한 영향과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대칭적 한미 전략동맹

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관리 역량 제고 

방안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한국의 안보이익과 동맹이익 간의 

조화 문제이다 한국의 국가안보이익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안보구조와 연계

되어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미 전략동맹에서 

동맹의 이익은 한반도 공간을 넘어 지역적 지구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따

라서 한국으로서는 국가이익과 동맹이익의 간극을 줄이거나 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방책이 요구된다 둘째 신뢰동맹과 평화구축동맹 간의 

선순환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이익과 동맹이익 간의 간극은 전략동맹

에 있어서 신뢰동맹과 평화구축동맹 간의 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한미 

전략동맹에서 한국의 신뢰성 제고는 평화구축동맹의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

이 높으나 이는 역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반비례적 

관계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 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평

화구축동맹의 활동영역의 경계문제와 그 성격 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평화구축활동과 관련해서 활동 성격의 경성 안보위협과 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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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의 차별적 선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동맹과 

평화구축동맹 간의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미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잉여통제의 영역 확대와 그에 따른 동맹의 안보 딜레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동맹관리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맹관리 매뉴얼의 작성은 한미 전략동맹이 보다 건강하고 상호의존

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4. 포괄안보 역량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근대 국제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세기 이래로 국제정치에서 

핵심적 안보 행위자의 위치를 누려온 국가들은 일차적으로 외침에 대한 국

가 영토의 방위를 가장 중시하였다 이러한 국가안보 논리는 적어도 세기 

중반 때까지도 상당한 적실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년대에 들어와 

국제정치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전통적인 국가안보 논리에 몰두해 왔던 국

가들의 안보논리도 자신들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

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변화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포괄안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포괄안보라는 개념은 년대 후반 이후 일본과 아세안 국가

들의 안보정책에서 연유하였다 일본의 경우 포괄안보의 발전은 일본의 국제

적 역할을 위해 새롭고 확장된 기반을 제공하고 자신의 방위 노력을 합리화하

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포괄안보는 점차적으로 어려워진 국제환경에서 자신

의 회복된 번영을 유지하는 어려움에 대한 실용주의적 대응을 반영했다
98)

따라서 일본에게 있어서 포괄안보는 안보의 상이한 기능적 영역 경제 군사

정치 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국내 양자 지역 세계 등 다양한 수준의 측면

에서 안보정책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99)

요컨대 포괄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

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일본의 외부 지향성을 정당화

98) David Dewitt, “Common,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Security,” The Pacific Review, Vol. 7, No. 1 
(1994), p. 2.

99) Yukio Satoh, “The Evolution of Japan‘s Security Policy,” Adelphi Paper No. 178 (198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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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안보개념이었던 것이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포괄안보는 자신들의 국내적 안정 도모가 곧 지역적 안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면서 국가의 내적 안보가 국가 밖의 외적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견해를 강조하면서 내부지향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100) 이처럼 특정 

국가들의 안보정책 맥락에서 등장하고 발전한 포괄안보는 말 그대로 안보영

역의 포괄성을 강조한다 즉 포괄안보의 영역은 군사영역을 뛰어넘어 정치적 

안정성 경제 성공 사회 통합 불법이민 마약 거래 등 국가 안팎의 다양한 

위협들을 안보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의 맥락에서 등장한 포괄안보라는 개념은 세

기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의미나 안보영역이 보다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포괄안보라는 용어는 이제는 원래의 개념적 정의보다는 국가의 생존과 성장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걸친 쟁점들을 안보의 관점에서 인식하

고 이를 정책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

서 오늘날 포괄안보라는 용어는 하나의 고유명사라기 보다는 보통명사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선진 안보체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포괄안보 역량을 구축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냉전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세계안

보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와 같은 국가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어들었

으나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연 재해 기후 온난화 대량이민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였고 과거 잠재되었던 갈등 요인들이 표면화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안별로는 

견제를 하는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년 

테러 이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문제는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

서 범세계 차원에서 대 테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대책을 

100) David Dewitt, “Common,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Security,”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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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는 대 테러와 비확산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국제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현안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101) 더군다나 영토 자원 에너

지 종교 민족 갈등 분리 독립운동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간헐적이면서도 지속

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요컨대 세기 세계안보환경은 전통적 비전통적 안

보위협이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통해 안보환경의 복잡화를 더욱 추동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환경에서는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영역이나 쟁점에서 파생되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다층적이

고 복합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102)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포괄안보 차원에서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

하고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문제는 포괄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과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포괄안보 역량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세계안보환경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서 한국이 처해있는 안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다 즉 한국의 안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

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안보 좌표의 설정 문제이다 이는 한국이 처해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냉전체제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거시적 차원의 체제 속성으로부터 탈피

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 역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다 즉 체제의 양축을 구성하는 미국과 

소련의 상호작용의 영향이 지역의 국제정치의 독자성을 압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년대 데탕트와 미국 소련 중국 간에 이루어진 전략적 삼각관계

101) 이와 관련하여 2010년 미국 정부가 발간한 일련의 안보보고서인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DR), 탄도미

사일방위계획서(BMDR), 제3차 핵태세검토 보고서(NPR), 그리고 5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서

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핵 테러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세계 47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최초의 핵

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102) 전통적 ‧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개념적 차이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수형, “비전통적 안보개념: 등장배경, 유형 및 속성,” 함택영‧박영준 편,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 (서울: 사

회평론사, 2010), pp. 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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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는 체제의 속성보다는 지역의 상대적 독자성이 

보다 부각되어 왔으며 탈냉전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계기로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은 체제의 속성을 압도하는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103) 

요컨대 동북아 국제정치의 독자성을 견인하고 있는 역내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의심과 견제 갈등과 경쟁의 관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동북

아 다자주의 보다는 역내 양자주의의 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4)

더군다나 동북아 다자주의의 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아직도 이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냉전의 잔재인 

진영 논리의 변형적 양상이다 과거 진영 논리에 따라 미국은 일본 중시정책

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동맹의 틀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마찬가지

로 소련과 중국 역시 북한을 자신이 설정한 동맹의 틀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동맹 구조와 동맹 구조가 발산하는 상호 적대는 시간의 흐름 속에 고착화 

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동북아 국제정치는 안보환경의 본질적 측면에서 

동맹 미국 일본 한국 대 동맹 중국 러시아 북한 혹은 국가 미국 대 국가

중국 의 역학관계
105)

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기본적으로 

탈냉전의 보편경쟁체제가 아닌 지정학적 경쟁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을 지속시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불가능하게 만

들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냉전적 속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106)

특히 년에 발생한 소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동북아 

안보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근 년 동안 지속되었던 불안정의 평화를 뛰어 

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안정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함 

103) 경기개발연구원,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

원, 2009), p. 49.

104) 국제정치의 제도주의자들은 다자주의를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모은 그룹에서 특별한 협정을 통하거나 제도에 

의해서 국가 정책들을 조정하는 관행으로 정의한다. Robert Keohane,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XIV-4 (1990), p. 731. 따라서 다자주의 행위 양식은 하나의 조직 원리로 불

가분성, 일반화된 행위원칙, 그리고 포괄적 호혜성이라는 3가지 속성에 의해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것이다. John 

Gerard Rugg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ohn Gerard Rugge(ed.),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3~47; James A. Caporas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 John Gerard Rugge(ed.),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51~90.

105)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 안보구도를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체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4 (Spring 
1999), pp. 81~118.

106) 이수형 ‧ 윤태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강태훈 외,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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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후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는 총체적인 

북한 문제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정책의 결과에 따라 불안정의 평화로 나아갈지 아니면 불안정

의 갈등이 보다 장기화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및 성격을 유추해 보았을 때 한국의 

안보 좌표는 보다 분명해진다 즉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가안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전통적 안보의 특성이 지속

적이고 구조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전통적 안보위협 차원에 따른 

국가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여 년 동안 

한국 및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안보위협으로 작용해 온 북핵 문제 및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방위 역량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107)

이와 더불어 한국은 중장기적 동북아 안보질서의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아 세기 동북아 안보질서에

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존 동북아 역학관계의 

변화 여부이다 년 하반기 국제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을 포함하여 새롭

게 부상하고 있는 소위 브릭스 국가들의 지역적 국제적 영향력은 

미국의 영향력 하락과는 반비례로 보다 증대되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나가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 의 위상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반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을 포함

하여 소위 북방세력 대 남방세력 간의 대결구도가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감을 갖게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미중 관계가 대화와 협력보

다는 갈등적 관계로 빠져든다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다 요컨대 중국의 세계적 부상이 하나의 현실이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107) 북한 및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비대칭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백광일 ‧ 남창희 ‧ 이수형, “동북아 

비대칭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3), pp. 

121~152.



제
5
장
-
안
보
환
경

변
화
와

포
괄
안
보

역
량

구
축

89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세기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중관계의 변화양상

에 따라 주기적인 협력과 갈등의 모습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8)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 안보 지형이 미 중 경쟁적 협력관계의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치밀한 대미 대중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세워나가야 

한다 설사 미 중 적대적 경쟁관계가 태동되더라도 현재 및 향후의 한중 

경제관계의 확대 심화를 고려 양국의 적대 관계가 동북아 안보 구도로 고착

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나름의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아울러 미 중 관계

의 어떤 시나리오가 동북아에 현실화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관점과 외교적 역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향후 변화될 동북아 정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 중 협조 

및 공모체제의 등장으로 한국의 안보이익이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희생 또는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의 주변국 외교 전략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미 중 협조 및 공모체제에서 한미동맹 관련 한국의 국가이익과 동맹이

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동맹의 딜레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우선적으로 미 중 경쟁적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

도록 대미 대중 그리고 주변국 외교관계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소위 채찍

과 당근을 적절하게 조합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포괄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또 다른 변수

는 세기 세계안보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기 세계안보환경은 국제체제의 변화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과 상호 침투가 용이해졌다 더군

다나 보다 그 위력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은 국제정치의 모든 행위

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가 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례없는 세계경

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초국가적 의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국가

108) 경기개발연구원,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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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상호 협력과 경쟁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에너지 식량 물 등 고도의 전략적인 자원의 

수급 문제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수요의 급증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부족 문제 테러리즘 크고 작은 지역적 분쟁 핵확산 해상안전 문제 지역주

의의 확대 등의 초국가적 의제는 국제체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그에 따라 새로운 네트워크 수립 및 공동체의 재발견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정체성의 확산은 국가 기관 비국가행위자 간의 역할 중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109)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생존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국가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과 경쟁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중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포괄안보 역량 구축 방향은 

적어도 지역적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처

하는 측면에서 포괄안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괄안보 맥락

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는 

크게 경제안보 에너지 자원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 그리고 사이버 안보 

영역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한국은 포괄안보의 제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공동안보와 협력

안보 접근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109)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 박 안토니오 역, 변모된 세계: 글로벌 트렌드 2025 (파주: 한울아카

데미, 2009), pp.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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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군사협력의 필요성과 실태

1. 포괄안보와 대외군사협력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기 국제안보환경은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

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난 냉전체제에서와 같은 이념적 대결 양상이 사라지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관계

가 심화 확대되면서 국제협력이 진전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전통적 

안보의 성격은 과거와는 달리 주요 국가들 간의 무력 충돌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가운데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 간의 힘의 

이동이 정중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요 

국가들은 불안정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권력의 증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는 달리 세기 국제안보환경에서는 지난 냉전체제에서 크게 부각되

지 못했던 영토 종교 인종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확산 및 이전

해적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와 긴급사태 등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이 주요 국가들 및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국가 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기존의 억지력 유지

도 중요하나 초국가적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조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안보위협의 특징과 성격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는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졌고

국제적 안보환경의 안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국가들의 공통의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포괄안보라는 안보정책 방향 하에 

기존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초국

가적 비대칭적 안보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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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역시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

며 특히 포괄안보 차원에서 대외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이다 세기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

의 군사력과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방당국자 간의 대화와 교류 그리

고 각종 공동훈련 등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군비증강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 및 그 확대를 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인식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은 양국 및 

다자 간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적 신뢰구축 및 국제사

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강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다양

한 국가이익 차원에서의 교류협력대상국 확대 도모 그리고 단순한 친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교류 및 대화와 행동 등이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주변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을 통해 한국은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 그리고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상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축되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는 지역적

국제적 다자안보대화 등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기초가 되어 궁극적으

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과 주변 국가들

과의 대외군사협력은 일반적으로 한 미 한 중 한 일 그리고 한 러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국 간 대외군사협력의 형태는 양국 국방장관 

등 고위급 교류 국방당국자 간 정기회담 부대 간 교류 및 공동 훈련 

관련 방위연구소와 군관계 연구기관 및 유학생 교환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의 필요성은 역외 지역과의 안보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역외지역으로는 크게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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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유럽 그리고 기타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현실적으로 한국이 

향후 대외군사협력을 중시해야 하는 지역은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특히 인도

와의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인도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은지도 벌써 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

의 협력을 기축으로 다방면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양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미흡한 분야가 존재한다면 그것

은 다름 아닌 안보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냉전기 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양국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사실상 양국 간 안보협력은 거의 전무하였

으며 탈냉전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안보환경에서 한국과 인도의 안보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양국은 상호 안보적 이익을 위해 안보영역에 있어서도 협력을 

점차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과 인도 모두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로부터 핵심적인 에너지

인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는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

분을 페르시아 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안 수송로 보호에서 양국 간 전략적 안보협력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

다 인도는 자국의 필요 원유량의 약 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를 

페르시아 만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이

어 아시아에서 번째 석유 소비국인 인도는 자국의 원유 수입을 에서 

년에 를 증대시켰다 또한 인도의 액화천연가스 수입도 

년에 억 입방피트에 달하고 이는 대부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며 

인도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에 해당하는 양이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이며 이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

서 번째의 원유 수입국으로 하루에만 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액화천연가스 수입국이다
110)

한국과 인도는 자국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걸프 연안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은 향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110) Walter Andersen, “India: A Growing Congruence of Interests with Korea,” in Sumit Ganguly(ed.), 
India's Foreign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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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원유와 가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불안정

한 페르시아 만 지역과 그 주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종적 

긴장 격화로 중요한 안보 쟁점을 야기한다 더군다나 대부분 유조선을 통해 

들어오는 인도와 한국의 원유와 가스 수송은 호르무즈 해협

아덴 만 수에즈 운하 그리고 

말라카 해협 과 같은 취약한 해상 협착지점

을 통과해야만 하며 이들 지역은 불량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공격

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협착지점에 대한 봉쇄는 양국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111)

일례로 년 소말리아 해안 지역에

서 빈번하게 발생한 선박 탈취가 좋은 예이며 한국과 인도의 선박도 비국가 

행위자들의 목표물이 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양국 간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경제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주로 페르시아 만 지역으

로부터의 원유수입과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는 인도양의 해안선 

안전 확보에서 뿐만 아니라 말라카 해협
112)

과 같은 주요 

협착지점에서의 우발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과 인도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유

와 가스 수입과 같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안보협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이는 역으로 양국

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의 대외군사협력은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 걸친 다자안보협

력 및 국제적 군축 비확산 활동을 통해 다국 간에 걸친 문제에 대해 관계국들

과의 협조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한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및 위상 고양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11) Ibid., pp. 193~94.

112) 말라카 해협은 전세계 물동량의 1/3, 한 ‧ 중 ‧ 일 원유 수송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교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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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국 및 역외지역과의 안보협력113)

가.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1) 한 ‧ 일 교류 협력

한 일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

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자 간 회담 및 자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시아안보회의 등 

다자 간 협의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양국 국방당국은 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 있다 년 

월에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방위대신과 제 차 국방장관회

담을 가진 바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국방정책실무회의 국

장급 안보정책협의회 국방부 및 외교통상부 국 차장급 국방교류협력실무

회의 과장급 등 다층적인 실무회의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상호방문 등 군 고위급 인사교류 외에도 

실무회의와 정보교류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부대 간 교

류 각 군대학 사관생도 상호 교환방문 및 군 유학생 교류 등 인적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적 차원의 한일 해상수색 구조훈련

수송기 상호방문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의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

류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의 역사인식 문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의 군사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한 ‧ 중 교류협력

한 중 양국관계는 무역규모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

하고 있고 국방교류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 중 양국의 관계수준은 

113)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008 국방백서, 2009 국방백서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제
6
장
-
대
외
군
사
협
력
의

필
요
성
과

실
태

97

년 우호협력관계로 시작하여 년 협력동반자관계 년 전면적 

협력관계 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고 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한 중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양국 국방당국은 한 중 수교 주년을 

맞이하여 한 중 교류의 해로 설정한 년에 들어서 교류협력을 더욱 활발

하게 추진하였다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부총참모장 등이 한국을 방문하

였다 실무급 교류로는 국방정책실무회의 군사령부와 제남군구 교류 및 

국방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해군 순항함대 방중 시 최초로 

수색 구조 훈련을 하였고 체육 교류와 군사연구기관 교육기관 각 군대학의 

상호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년에는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의 해군

사령원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군은 년 월에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역에 공군 수송기 대를 

이용하여 군 구호품 톤을 전달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중국과의 국방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등 교류협력을 확대

할 것이다

(3) 한 ‧ 러 교류협력

한 러 양국관계는 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양국 

대통령은 년 월에 개최한 한 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상호 신뢰

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치 경제 에너지 우주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국방당국은 국방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매년마다 향후 년간의 군사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군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등의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고 있다 년에는 군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러시아

를 방문하였고 러시아 정보총국장이 방한한 바 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정례

회의로는 국방부 간 국방정책실무회의 합참과 러시아 총참모부 간 합동군사



이
명
박
 정
부
 안
보
정
책
의
 세
부
 실
천
방
안

98

위원회 육군 간 회의 해군 간 해상사고 방지협정 이행협의회 공군 간 회의

군사 시 연구소 간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년 월에는 러시아 

태평양함대 순항함대가 부산항을 방문하여 친선활동과 연합 수색 구조훈련

을 실시한 바 있다

년 월에는 서울에서 제 차 한 러 군사기술 발산 군수 공동위원회

가 개최되었다 또한 년 월 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

가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공군 참모총장이 카자흐

스탄 바이코누르 우주발사기지와 러시아 크루니체프사 등을 방문하여 우주

분야를 포함한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 양국 군은 전략

적 협력 동반자관계 를 토대로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나. 역외 지역과의 국방협력 

(1) 동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안보분야에서 역동적인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역물동량의 이상 운유 수입의 이상을 말라카해협을 

경유하는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은 우리의 국가이익과도 직결된 

지역이다 말라카해협은 전 세계 물동량의 한 중 일 원유 수송량의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교통로이다

국방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 고위급 인사교류 각종 정례협의 군 

장교의 교육 교류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년 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국방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고 년 월에

는 한 인도네시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바 있다 년 월에 

싱가포르와 최초로 국방 전략대화를 가진 데 이어 월에는 한 싱가포르 국방

장관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대양주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외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 태 지역의 평화 및 안정과 관련하여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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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매년 개최하

여 상호 안보관심사와 교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학생장교와 함정도 상호방문을 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2) 서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국방부는 인도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서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국방대학

교 학생장교 교환방문 위탁교육 파견 순항훈련함대 방문 등 국방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는 아 태지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역내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년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였

다 국방부도 년 월에 뉴델리에서 한 인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간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파키스탄 간 교역은 점차 증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개발원조를 

통해 파키스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국방대학교 학생장

교 간 교환방문과 지휘참모대 학생장교 교환교육 등을 중심으로 양국 국방교

류협력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인도 파키스탄과의 교

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남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한편 중동 지역 국가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년 월 제 차 한 중동 협력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하였다 그리고 년 월에는 한 아랍 소사이어티를 창설하는 등 한 중동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경제 문화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중동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방산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등에 무관부를 설치

하였다

년 월에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회담에

서 양국은 중동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협력 증진방안

을 논의하였다 년 월에는 우리나라 합동참모의장이 군 고위급 인사 

중 최초로 카타르를 방문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중도 지역 내 국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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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고위급 인사교류 및 방산 군수분야 기술협력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3) 유럽지역

유럽 국가들의 국방교류협력은 동북아 지역 및 범세계적인 안보문제와 

방산 군수분야에 대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인사교류

국방정책실무회의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 정보교류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교류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년 월에는 한 독일 국방장관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년 

월에는 파리에서 한 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년 월에는 

최초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키예프에서 개최하였다

국방부는 터키와 년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적 우호관계를 굳건히 하였다 특히 년 월 이스탄불에서 

터키 총리와 양국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 터키 전차개발

기술협력 계약 체결식을 가져 양국 간 국방교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군 장교와 사관생도들은 영국 독일 터키 등 유럽 각 국의 군사교육기

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터키 프랑스 등의 장교들이 우리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등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교육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독립국가연합 년 소

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개 

공화국의 연합체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준회원국이며 그루지아는 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룬 후 탈퇴하였다 소속 국가 및 구동구권 국가들과도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전쟁 당시 군 참전국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용사 및 가족 방한행사 참전 기념비 건립 지원 등을 활성

화 할 것이다

(4) 기타 지역

우리 정부는 년 월 중앙아시아 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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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을 대표로 하는 제 차 

한 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협의체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통신 건설 대중문화 교육 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건설 대중문화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년 월에는 국방차관이 국방 고위급 인사로

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국방교류협력 증진방

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년 월에는 서울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한 우즈베키스탄 국방교류협력 양해각서 에 

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자원부국인 중남미 지역 국가와 에너지 및 자원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년 월에는 국방차관이 브라질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방산협력 

등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북미 국가인 캐나다와도 정례적인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해군 간 연합훈련 함정 상호 방문 등을 통하여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는 아직 국방교류협력이 활발하지 못하다

국방부는 아프리카와의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방한하는 군 고위 인사와 

교육생을 대상으로 우리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년 월

에 방한한 나이지리아 국방대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의 국방정책을 설명하였

고 년 월 말 국방장관은 방한한 가나 국방장관과 대담을 갖고 국방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등 북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국방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

역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여 국력에 걸맞은 국방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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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안보협력 강화

가. 아시아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일반적으로 지역 내 다수 국가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 현안들을 협의하여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나아가 분쟁예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안보형태인 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해서 국방

부는 전통적인 군사위협은 물론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는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

그룹 동북아협력대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동경방위포럼 그리고 아시

아안보회의 등이다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은 북핵 해결을 

위한 자회담 내에 설치된 것으로 제 차 회의는 년 월 중국에서 제 차 

회의는 년 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바 있다 동북아협력대화는 년에 

발족한 준정부 차원 민 관 합동 의 회의체로 동북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고 역내 국가 간 상호 이해 및 신뢰를 증진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국 및 유럽연합 의장국

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정부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지역 내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국방부는 년부터 참여해 왔다 한편 동경방위포

럼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개 회원국 북한 제외 이 참가하는 정부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로서 현재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의 연계 등을 통해 포럼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년부터 참여해 왔다 그리고 아시아

안보회의는 년에 개설되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및 유

럽지역 개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대화체로서 매년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회부터 참

여하여 지역 안정과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년 월 개최된 제 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우리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기 불확실한 안보상황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앞으로도 동북아 지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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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격 정부 차원 준정부 비정부 차원

동북아 지역
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동북아협력대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동경방위포럼

아시아안보회의 통칭 

샹그리라 대화

<표 6-1> 국방부가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 현황

나. 국제적 군축 ‧ 비확산 활동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기구와 규범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국제규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호 등 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무기의 군축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 무기의 불법 확산

을 방지하고 확산탄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년 유엔 가입 이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 군축 비

확산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년 월에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약 제 의정서 전쟁 잔류폭발물 의정서 에 가입하여 전쟁 

잔류 폭발물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년 이후 매년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방호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화학무기금지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회원국을 초청하여 화학사고 

및 테러 대비 교육인 국제화학방호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국제 군축 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평

화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위상을 높일 것이다 특히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와 협력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통제하는 것과 동시

에 북한이 국제 군축 비확산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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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생물 화학무기 미사일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생물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금지협약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재래식 무기 다자수출통제 체제 유엔 관련 기구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년부터 참여

핵공급국그룹

쟁거위원회

호주 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바세나르체제

유엔

군축회의

<표 6-2> 우리나라의 국제 군축 ‧ 비확산 체제 참여 현황(연도는 가입 연도)

다. 한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교류협력
114) 

(1) 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는 이전의 동반자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테러 이전까지의 동반자

관계는 주로 중 동유럽 국가들과의 정치 안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확대정책을 점진적으로 원만히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럽의 안보

질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반면 테러 이후 등장

한 지구적 동반자관계는 기본적으로 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비유럽 국가들과의 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전의 

동반자관계가 주로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지구적 동반자관

114)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구적 동반자관

계: 유럽 역내외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53권 1호 (국방연구원, 

2010), p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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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군사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115)

특히 지구적 동반자관계는 

안보활동영역의 확장과 맞물리면서 유럽 이외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

을 맺고 있거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중동이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군사안보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구적 동반자관계 의 기원은 년 가 접촉국가
116)

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련의 일반지침들을 수립한데 있다

의 일반지침 은 접촉국가들과의 관계를 공식적

으로 제도화하지는 않으나 이들과의 협력 증대를 위한 동맹의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은 

년 월에 개최되었던 프라하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프라

하 회담에서 는 군사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하였

는데 여기에는 프라하 능력공약 대응군

창설 군사지휘구조의 효율화가 포함되었다 또한 프라하 회담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방위를 위한 군사개념 채택 아프간에서 회원국 

지지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반자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구상들이 승인되었다
117)

115) Karl-Heinz Kamp, "Global Partnership? A New Conflict Within NATO?," Analysen und Argumente der 
Konrad-Adenauer-Stiftung, Nr. 29 (2006), p. 4.

116) 접촉국가(Contact Countries)는 NATO의 공식적 동반자관계인 유럽-대서양 동반자관계이사회,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지중해 대화, 그리고 이스탄불협력구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NATO와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NATO 비회원국, 비유럽국가들을 칭하는 용어이다. NATO 회원국가들은 2004년에 접촉국가라는 용어에 

합의 했고, 최근에는 전세계에 걸친 다른 동반자 국가(other partners across the globe)라는 용어도 사용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 접촉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호주, 일본,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 등이 대

표적인 경우이다. <http://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49188.htm> (검색일: 2010.01.08). 

117) “Prague Summit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Prague Czech Republic, 21 (Nov.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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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명칭 비고 범위

년 북대서양협력이사회 중동유럽

년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 중동유럽

년 지중해 대화 남동유럽

년 유럽 대서양 동반자관계이사회 범유럽 차원

년 러시아이사회 와의 

양자 차원의 

특별한 

동반자관계
년

우크라이나위원회

년 유럽연합 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년 이스탄불협력구상 범중동지역

년 지구적 동반자관계 지구적 차원

<표 6-3> 냉전 종식 이후 NATO의 동반자관계 구상의 발전

프라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는 보다 구체화

되기 시작하였다 년 월 소피아 에서 북대서양이사회는 유럽 역

외 국가들과의 군사전략적 협력강화를 모색하는 지구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식적인 회담을 가졌다 특히 년 월 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일본 호주 한국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을 

초대한다는 지구적 동반자관계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118)

그러나 리가 정상

회담에서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구상은 미국과 영국의 지지에도 불

구하고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하여 다수의 유럽 국가

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지구적이라는 단어가 세계

적 확장과정에서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야기하고 아시아나 중동 

118) "Bush to propose global partnership for five countries at NATO summit next week,"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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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지구적 동반자관계 를 이슬람 세계에 대항하는 서방의 전선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미 다른 동반자관

계에 참여하고 있는 중 동유럽과 남 동유럽 국가들은 지구적 동반자관계는 

부국의 동반자관계 를 탄생시켜 현존하는 동반자관

계와 자신들의 협력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다
119)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리가 정상회담에서는 현존하는 의 협력 

프로그램을 충분히 발전시켜 나가고 두 가지 독특한 방식에 따라 비회원국가

들과의 운영적 관계 준거를 증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는 이해관계가 있는 접촉국가들을 포함하여 임무에 대한 잠재적 기

여국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회담을 요청할 수 있고 기존의 동반자관

계를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있는 접촉국가와 지중해 대화 및 이스탄불협력

구상 참여국들이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0)

따라서 결과적으

로 리가 정상회담은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되었다

특히 는 년 월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를 재확인하고 접촉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모색을 논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과 맞춤형 협력프로그램

을 협상하였다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은 

가 지중해대화 및 이스탄불협력구상 국가들에게 제공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의 우선순위와 동반자국가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개별 국가들에게 맞추어주는 협력활동 목록이다
121)

물론 여기에는 군사협력

도 포함되어 있다

(2) 한국-NATO 협력의 발전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는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윤곽이 

119) Karl-Heinz Kamp, "NATO before Bucharest,"

    <http://www.atlcom.nl/ap_archive/pdf/AP%202008%20nr.%202/Kamp.pdf> (2010-01-11), p. 3.

120) “Riga Summit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Riga (November 2006).

121)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f the North Atlantic Council in Bucharest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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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구상이 아니지만 적어도 세기 미국의 변화된 동맹전략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변화해가는 현 

시점에서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는 한미 전략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에서 강조하는 

민주주의 체제와의 안보협력 강화나 지구적 차원으로의 안보영역의 확장 

등은 한미 전략동맹에서 강조하는 가치동맹이나 평화구축동맹과 부합하고

한국 정부 역시 와의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와의 안보협력은 년 월 당시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방문 및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후 한국과 

의 안보협력은 년 리가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하여 

년 월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을 통해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을 

협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의 안보

협력은 안보이슈의 세계화 추세에 맞춰 협력의 필요성이 보다 증대되는 상황

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의 안보협력은 정책대화 

및 가 제공하는 세미나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한국과 의 안보협력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협력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가 한미동맹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미동

맹의 안보활동영역의 확장이다 이미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의 변화를 통

해 안보영역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의 안보협력은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미 전략동맹이 표방하고 있는 

평화구축동맹은 기본적으로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의 제반 목표와 

많은 측면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경우 지구적 동반자관계는 한미

동맹의 활동영역이 기존의 한반도 차원을 벗어나서 지역적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동맹의 활동영역의 확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잉여

통제력 의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보영역의 확장에 따른 잉여통제력의 문제는 부가적으로 포기와 연루라는 

동맹 딜레마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동맹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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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특정 상황에서의 안보위협을 달리 해석하거나 또는 공통적으로 인지하

더라도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리적 위치와 권력 규모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접근방법을 취할 수 있다
122)

바로 여기에서 포기와 연루로 상징

되는 동맹의 안보 딜레마가 발상하게 된다 특히 한미전략동맹의 활동영역의 

확장은 한국에게 연루의 딜레마를 부과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경우

한미동맹의 활동영역의 확장이 반드시 한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만 해

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국제 평화유지활동(PKO)123)

가.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개요

탈냉전 이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평화유지활동 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평화유지활동은 분

쟁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분쟁 

해결 이후의 재건 활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소위 실패한 국가들

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곤경과 종교적 인종적 탄압에서 연유하는 인도주

의적 개입이 과거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일반적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원래 개입이란 국가 국가내의 집단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어떤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활동으로 시작과 끝을 

갖는 불연속적 사건이며 대상국가의 권위구조를 목표로 한다
124)

그러나 인도

주의적 개입은 어떤 국가의 내부 문제로 인해 그 나라 국민들의 근본적 인권

이 유린되는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여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

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보통 비군사적 수단을 

122)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1997); 이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pp. 21~37. 

123)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008 국방백서, 2009 국방백서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124) R.J. Vincent, Non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7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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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

주체 이 직접 주도
지역기구 또는 특정 국가가 주도 

하되 유엔 안보리 결의 승인 뒷받침

구성 근거
당사국 동의 필요

안보리에 임무설치 요청

당사국 동의 필요

침략국의 경우 예외

지휘통제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 

특별대표 평화유지군 사령관 

해당 부대

지역기구 또는 다국적군 

주도국가 다국적군 

사령관 해당 부대

군수지원 및 

파병 경비
회원국 부담 참여국가 부담

우리 군 참여
레바논 동명부대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 등

아프가니스탄 동의 다산부대

이라크 자이툰 부대 등

기타
상대적으로 전투지속능력이 잘 유지 

되고 신속한 임무지역 전개 가능

통해 의약품이나 식량 등의 형태로 긴급하게 원조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외교와 제재를 통해 인권 유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활동은 보통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125)

과 다국적군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으로 구분

되지만 국제평화유지 활동은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게 되는 국제사회의 집단적 강제 

행동은 유엔 헌장 제 장 하에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하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유엔 헌장 

장의 제 조는 지역안보제도가 유엔의 권위 하에서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6-4> 국제 평화유지활동 비교

과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냉전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중립적 국가들의 

125)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송승종,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연경문화사, 2006); 합동참모대학 국제평화활동센터, 평화유지활동: UN PKO 종합지침서 (서울: 합

동참모대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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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경무장 병력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통해 분쟁 확산과 인권유린 

등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유엔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과거

와는 달리 보다 확대되고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개입은 

집단안보 차원에서 이해되면서 단순히 평화유지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종식과 그 이후의 안정적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등 평화강제

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인도주의적 개입에 따른 평화활동을 둘러싸고 평화유지와 

평화강제 간의 문제가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육군은 이러한 평화활동을 확대된 평화유지

라 명칭했고 영국 육군의 야전교본인 

의 저자인 더비 는 전통적인 평화유지와 평화강제를 명확히 

구별하면서 그 기준의 핵심은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126)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육군은 야전교본 에서 영국

이 확대된 평화유지로 인식한 많은 임무를 평화강제의 임무로 간주하였다
127)

한편 인도주의적 개입에 따른 국제사회의 군사력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사회

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홉스의 주권 중심적 관점을 수용하는 다원주의자들은 

주권과 비개입의 원칙을 강조한다
128)

반면 국제적 삶의 초국가적 유대를 

강조하고 정의라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칸트의 관점

을 수용하는 연대주의자들은 인권과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129)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엔은 평화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권고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위 브라히미 보고서

를 작성하여 인도주의적 개입의 핵심은 동의 군사력 그리고 공정성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130)

특히 인도주의적 개입의 임무는 개입 지역의 행위 

주체들과의 동의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입 비관주의는 

126) Charles Dobbie, “A Concept for Post-Cold War Peacekeeping,” Survival Vol. 36, No. 3 (1994), pp. 
121~148.

127) Department of the Army, FM 100-23 Peace Operations (Washington, D.C.: USGPO, 1994).

128) 김열수, “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한

국국제정치학회, 2008), pp. 351~352.

129) 김열수, “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 pp. 352~353.

130) UN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A/55/305-S/2000/ 
809 (Brahimi Report, 200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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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당사자들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인도주의적 재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평화활동군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모든 것을 잃는

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131)

반면 개입 낙관주의는 국제사회는 강제적으로 

실패한 국가들을 재건할 수 있고 살인적인 국가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평화활동의 성공은 요구되어진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132)

나. 우리 군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은 년 팔레스타인 지역 정전감시단

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지난 여년 간 여 개국의 약 만여 

명이 개 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왔다

우리 군은 년 소말리아 평화유지단 에 공병대대를 파

견하면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년에는 서부 사하라에 

의료지원단을 인도 파키스탄 및 그루지아에 군 옵서버 감시단 요원을 각각 

파견하였다 이듬해인 년에는 앙골라에 공병대대를 파견하였으며

년에는 최초로 보병부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하였다 년 현재 우리 군은 

개 지역 레바논 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인도 파키스탄 그루지야 등 개 

지역에 군 옵서버를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바논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하여 레바논은 년 프랑스에서 독립할 

당시부터 종교적인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다 년 시리아군이 내전 수습 

명분으로 레바논에 주둔하자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이 년 레바논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로써 내전은 기독교 민병대 이슬람 민병대 레바논 

정부군 시리아군 이스라엘군이 접전을 벌이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은 년 월에 안보리 결의안 호 및 호를 채택하여 레바논 

평화유지군 을 설치하고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지와 

외국군의 철수를 촉구하였다 이후에도 남부 레바논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131) Theo Farrell,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Peace Operations,” in John Baylis, James Wirtz, Eliot 

Cohen, Colin S. Gray(eds.),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292.

132) Ibid,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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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과 적대행위가 계속되었고 년 월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교전

이 발발하였다 은 다시 안보리 결의안 제 호를 통해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과 각 회원국의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한 병력증강 등 참여확대를 요청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년 월 여명 규모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결정하고 같은 해 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년 월에 동명

부대
133)

를 파병하였다

년 월부터 동명부대는 레바논 현지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

는 민사작전 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한 가족 친형제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명부대 진과 진 전 장병은 년 

월과 년 월 두 차례에 걸쳐 레바논 평화유지사령관으로부터 메

달을 수여받았고 평화유지군의 가장 모범적인 부대라는 명성을 얻었다

년 월 초에 제 진이 교대하여 현재 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군 옵서버 활동 관련 년 월 현재 우리 군은 인도 파키스탄 

유엔 정전감시단 및 그루지야 정전감시단 에 

각각 명과 명의 장교를 옵서버로 파견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단 라이베리

아 등 분쟁지역에 여명의 우리 군 장교가 파견되어 있다 이들은 현지사령

부 통제 하에 정전협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제 호 및 유엔의 요청에 따라 

년 월 네팔 평화유지활동 에 파견된 군 옵서버 명은 정전 

위반사항 감시 및 선거 지원 등의 이무를 완수하고 년 월에 철수하였다

다. 다국적군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

(1) 아프가니스탄 파병

국제 테러가 세계안보의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다국적군 형태

의 평화유지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대테러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전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

크의 평화정착 및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부대를 파병하였

133) 고구려 건국시조인 동명성왕(주몽)의 이름을 딴 동쪽나라에서 파병된 부대를 동쪽의 밝은 빛, 밝은 미래와 

평화를 소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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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동의 다산부대는 년 월에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년 월에 임무를 종료하고 철수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제 호

와 제 호에 따라 년 월에 해 공군 수송 지원단 년 월에 국군

의료지원단 동의부대 년 월에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 을 아프가니

스탄에 파병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는 년여 기간 동안 임무를 성공

적으로 마치고 년 월에 철수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 동의부대 은 연인원 명이 파병되어 한국의 우수한 의

료기술을 바탕으로 동맹군 및 현지 주민 총 만여 명을 진료하였다 동의부

대는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과 보건교육 등을 병행하여 현지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다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 은 연인원 명이 파병되

어 전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병원 및 교량 건설 등 각종 공사 지방재건

팀 지원 대민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동의 다산부대가 철수한 후 민간주도의 의료지원 및 직업훈련팀에 

군 의료진 이부도 참여하고 있다

(2) 이라크 파병

우리나라는 년 월 이라크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명 규모의 건설

공병지원단인 서희부대와 명 규모의 의료지원단인 제마부대를 편성하여 

이라크 나시리아로 파병하였다 서희 제마부대는 년 월까지 년여 기

간 동안 다국적군 기지 운용과 인도적 차원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면서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라크 평화정착 및 재건에 

기여함은 물론 이후 전개된 평화재건사단 자이툰 부대 의 활동 발판을 마련

하였다

년 월 미국은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 전후 

복구 요청에 따라 같은 해 월 추가 파병방침을 발표하였다 월에는 

명 이내의 병력으로 독자적인 작전지역을 담당하여 평화 재건사업을 지원한

다는 추가 파병안을 확정하였다 정부의 추가 파병안에 대해 년 월에 

열린 제 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동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라크 아르빌을 파병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년 월에 제 진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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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개를 완료하였다 이후 총 진의 부대가 교대하였으며 연인원 

여명이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자이툰 부대
134)

파병은 지금까지 총 회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라크 정세 등을 고려하여 매년 그 규모를 감축해 왔다 년도 차 파병 

연장 시에는 명 수준으로 년도 차 파병 시에는 명 수준으로 

감축하였으며 년도 차 파병 시에는 명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자이

툰 부대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년 월에 철수하였다 그동안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 및 재건 지원은 물론 한 이라크의 우호 

증진을 통해 이라크 내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자이툰 부대의 활동은 인도적 지원 및 

친화 활동 치안유지활동 지원 사회 경제개발 토대 구축 및 현지 주민 능력개

발지원 등이었다 자이툰 부대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은 물론 

부대원 전체가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부여

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자이툰 부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동맹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되어 민사작전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판을 얻은 바 있다

134) 자이툰은 이라크 주민들이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올리브를 뜻하며, 이는 또한 평화를 상

징, 부대의 이름에 존중과 사랑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 군의 애정이 담겨져 있다.  





제
7
장
-
선
진

안
보
체
제

구
축

방
안

‘

’

117

‘선진 안보체제’구축 방안

제7장
‘선진 안보체제’
구축 방안

이
명
박

정
부

안
보
정
책
의

세
부

실
천
방
안



이
명
박
 정
부
 안
보
정
책
의
 세
부
 실
천
방
안

118

‘선진 안보체제’구축 방안

1. 기본방향

세기 안보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안보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선진 안보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 

안보체제의 기본개념은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구현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력을 신장하고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더욱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선진 군사능력 확충 국방경영 

효율화 대외군사협력 확대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 등이다

그러므로 선진 안보체제 구축 방안은 위에서 제시한 대 기본방향을 지속

적이면서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에 있어서 우리는 세기 국제안보환경의 보편적 흐름에 부합 유동적

이고 불안정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국제안보환경의 

일반적 흐름에 부합하는 보편성의 원칙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우리의 특수성의 원칙 간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선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도 특수성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 간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가운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선진 안보체제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실천 방안들이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시적 차원에서

의 몇 가지 실천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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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실천방안

우리 정부가 선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단기

년 이명박 정부시기 중기 년 차기 정부시기 장기 년 

이후 시기 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기

단기 차원에서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 방안은 우선적으로 선진 군사능력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천안함 사태를 고려했을 경우 무엇보

다도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진 군사능력 확충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분 실천 방안은 본 연구서의 장인 군사능력의 현황과 평가에

서 제시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단기 차원에서의 선진 군사능력 확충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단기 차원에서의 선진 군사능력 확충은 

국방개혁 의 미비점 보완 및 각 군전력 간 합동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방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선진 안보체제 구축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유사 중복 조직을 통 폐합하여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민군 협력 강화 차원에

서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 민간 위탁의 확대 등과 더불어 민군 네트워크 조성 

및 발전 방안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 사회는 보다 다양하

고 다원화되어 군의 고유영역도 민간 영역과 보다 중첩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도 민군관계가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경영 효율화와 더불어 민군협

력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 차원을 

넘어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와의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과의 제도적 

협력을 통해 안보 전문가 육성 및 안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 도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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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네트워크 구축이 될 수 있는 초보적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외군사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자원 안보 차원에서 지리적으로 전략적 위치

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외군사협력의 대상국 중에

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년 월 첫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과 인도와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미흡한 영역이 바로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구조적 제약이라는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오늘날 포괄안

보를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인도와의 적극적인 안보협

력을 추진해 나가는 인식의 전환 및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와 인도 정부의 동방정책의 외교지향점을 

고려했을 경우 한국과 인도의 안보 협력은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존재한다

또한 인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전략적 위상을 고려했을 경우 인도와의 적

극적인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것이 비단 외교안보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에

서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의 안보협력 분야는 무엇보다도 협착지점

에 대한 공동 관리방안을 이제부터라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한국과 인도 모두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해외

로부터 핵심적인 에너지인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

는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페르시아 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안 수송로 보호에서 양국 간 전략적 안보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인도는 자국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에너

지 수급에 있어서 걸프 연안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은 향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지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원유와 가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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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르시아 만 지역과 그 주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인종적 

긴장 격화로 중요한 안보 쟁점을 야기한다 더군다나 대부분 유조선을 통해 

들어오는 인도와 한국의 원유와 가스 수송은 호르무즈 해협

아덴 만 수에즈 운하 그리고 

말라카 해협 과 같은 취약한 해상 협착지점을 통과해야

만 하며 이들 지역은 불량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협착지점에 대한 봉쇄는 양국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위기를 야기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양국 간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경제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주로 페르시아 만 지역으

로부터의 원유수입과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는 인도양의 해안선 

안전 확보에서 뿐만 아니라 말라카 해협 과 같은 주요 

협착지점에서의 우발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과 인도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유

와 가스 수입과 같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안보협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며 이는 역으로 양국

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안보 분야 역량 구비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

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앞에서 거론된 것 이외에 위기관리 체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보완 정비하여 이것이 포괄안보 역량 구비에 

선순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복합적인 안보환경의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위기관리 체제는 단순히 국내적 

차원에만 집중되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위기관리 유형

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나 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위기관리 체제와 

선진 안보체제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국가

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년 월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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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경성안보 차원의 국방 정보와 연성안보 

차원의 국가정보 간의 유기적 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나. 중기

중기 차원에서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방안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국 군 독자 작전 능력 배양과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개

념 개발 및 발전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 

제시 대외군사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방안 등을 정책적 의제로 선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국 군 독자 작전 능력 배양과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개념 개발 및 발전이다 사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우리의 

국방 현실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전략개념을 형성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독창

적인 군사전략개념 부재와 주한미군의 전략개념을 모방 각색한 한미연합억

제전략이란 대명제 하에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주

적이고 독창적인 전략개념이 구상 형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

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35)

이러한 측면은 지난 냉전시기와 마찬가지로 탈냉

전 시기에 들어와서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공통적인 군사전략이 다름 아닌 한미연합전략에 있음을 통해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년 월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전

환 받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년 월 제 차 한미연례안보협의에

서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전략동맹 국방협력지침 그리고 확장억제 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대한 합의가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중기 차원에서 선진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최대 핵심적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전작권 전환에 따른 

135) 이선호, “한국의 국방백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백서의 실상을 진단한다,” 군사저널 (1993년 5월)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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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전략 개념을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정책목표나 특히 군사정책목표를 확보 

또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군사력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다 보다 협의적으로 

군사전략을 바라본다면 군사전략은 상요방법을 규정하는 독트린적 원칙과 

더불어 목적과 관련된 군사력의 임무 역할과 관련된 군사력의 운용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군사력의 배치 등을 결정한다
136)

그렇기 때문에 중기 차원에

서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전략 개념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며 또한 이 부분

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만 종합적인 선진 안보체제 구축이 보다 효율적

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을 만들

어 나가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이라는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개혁 은 현 정부에 

들어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 수정 보완되어 나갔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방개혁 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군의 미래 청사진

이 너무 세계적 추세에만 초점을 맞춘 보편적 원칙을 강조한 측면이 부각되었

다 따라서 중기 차원에서 추진될 우리 군의 지속적인 군사혁신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특수성과 국제정세의 보편적 흐름과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새롭

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혁신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작성해 

나가는 작업이다 군사혁신이 무엇이며 이것이 전쟁의 성격 및 전쟁 수행방

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야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력의 현대화 및 첨단

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혁신은 무엇보다도 세기 미국의 군사

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군사변환과 맞물리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게 하나

의 지상과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마련과 기술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 의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136) Daniel J. Kauhman, Jeffrey S. McKitrick, Thomas J. Leney(eds.), U.S. National Security: A Framework 
for Analysis Lexington: D.C. Health and Company, 1985, p.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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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군사혁신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나날이 진보 변모하

는 세계적 군사혁신의 추세에 부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보환경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북한 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북한 군사력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포괄안보를 지향하는 한국의 안보정책

을 고려했을 경우 한국군의 기능별 전문화 및 세분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속적인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재래식 전력과 첨단 전력 간의 비율의 문제 육 해 공 각 군 간의 

군사혁신의 비율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군사전력의 상호 운용성 

문제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군사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신뢰구축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동북아 안보환경

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구조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소위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동북아 안보환경은 새로

운 세력균형이나 세력전이에 따른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는 양상마저 보인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지속은 분명 한국이나 주변국

의 안보이익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기 차원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 방안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부분이 일종의 연성안보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신뢰조치 방안들을 검토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포괄안보 차원에서 대외군사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안보의 벽을 건실하고 튼튼히 하기 위함이다

물론 경성권력 차원에서 한국이 선진 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

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선진 안보체제 구축의 핵심은 바로 연성권력 차원의 

신뢰구축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측면에서의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집중

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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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

장기 차원에서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방안은 무엇보다도 통일 한국을 고려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 차원에서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은 

중 단기 차원에서 추진된 선진 안보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평가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군사력 통합의 문제 통일 한국의 군사력 발전 방향 

등이 중요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통일 이후 한국의 군사력 발전 방안

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군의 일정 규모를 

유엔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는 상시 전력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년 경을 전후로 남북한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지역안보협력체가 탄생 발전하

여 원만히 가동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동안 지역적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의 평화유지군을 유엔 차원의 평화유지군으로 격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선진 안보체제 구축의 일환이라 판단

된다 물론 한국군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차원의 개혁과 안보리에서의 공식 승인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

만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고 유엔 차원의 상비군이 존재하

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가 이를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기 차원의 선진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 중요성에 대한 검토이다 향후 정보화 사회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에 따라 미래의 전쟁 및 분쟁 양상도 컴퓨터 매개 갈등유형인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 전력의 컴퓨터 

매개 자동화 첨단화 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하부구조가 컴퓨터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경우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은 선진안보체제 구축과 관련해

서 가상 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검토와 이를 국가 방위 영역에 반드시 포함시

켜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항공 항만 운송체제 금융 전력체계를 

관리하는 국가 기간전산 네트워크 보호시스템을 국가방위의 차원에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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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외교안보의 비전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안보통일 

전략목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구축 

협력 네트워크 외교 확대

포괄적 실리외교 지향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제 구축

선진 안보체제

구축의 기본방향

선진 군사능력 확충

국방경영 효율화

대외군사협력 확대

포괄안보 분야 역량구비

시기별 

실천

방안

단기

북한의 비대칭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대응능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

유사조직 통 폐합을 통한 조직 예산 낭비 축소 업무효율성 제고

민간경영방식 민간 위탁 확대 민 군 네트워크 조성 및 확대

에너지 자원 안보차원의 군사협력 확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위한 제반조건 마련

한국군의 기능별 전문화 및 세분화 방안 마련

중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독자적 작전능력 배양과  

전략개념 개발 및 발전

지속적 군사혁신을 위한 체계적 전략적 로드맵 제시

협동성 보완 및 강화책 마련

장기

이후

중 단기 차원에서 추진된 선진 안보체제 구축 노력 평가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 군사력 통합

통일한국의 군사력 발전방향 모색

지역차원의 평화유지군을 유엔차원의 평화유지군으로 격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7-1>‘선진 안보체제’구축을 위한 단 ‧ 중 ‧ 장기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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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단행본

경기개발연구원 국방개혁 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년도 정세 평가와 년도 전망 서울 국가안보전

략연구소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서울 국

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방대학교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서울 국방대학교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서울 국방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서울 국방부

박종철 외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서울 오름

손민중 역  세계경제의 라이벌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중국 인도 일본의 

미래전략 서울 랜덤하우스

송승종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연경문화사

외교통상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한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서울 외교통

상부

윤태영 동북아 안보와 위기관리 서울 인간사랑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 와 유럽안보 파주 한울아카데미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서울 청와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합동참모대학 국제평화활동센터 평화유지활동 종합지침서 서울

합동참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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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안토니오 역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부상 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의 질서 재편 파주 한울아카데미

박 안토니오 역 변모된 세계 글로벌 트렌드 

 파주 한울아카데미

홍수원 역 제국의 패러독스 서울 세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역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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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길병옥 국가비상사태의 효율적 대비를 위한 국가위기대응법 제정방안 
년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김열수 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 국제정

치논총 제 집 호

김영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운용 조건 이상현 편 한미동맹 로드맵

비전 쟁점 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노  훈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 발전 국방정책 이명박 정부 년의 성과와 

향후 방향 국방발전 심포지엄 발표자료

백광일 남창희 이수형 동북아 비대칭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 권 호

이선호 한국의 국방백서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백서의 실상을 진단한다 군
사저널

이수형 국제체제의 변화와 안보 패러다임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국제질서

의 패러독스 서울 인간사랑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 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 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 연루의 순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집 호

북대서양조약기구 의 지구적 동반자관계 유럽 역내외 관련 국

가들의 입장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국방연구 제 권 호

비전통적 안보개념 등장배경 유형 및 속성 함택영 박영준 편 안전

보장의 국제정치학 서울 사회평론사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

심으로 국방연구 제 권 제 호

중추적 중견국가론과 참여정부의 실용적 균형외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 권 제 호

한미 전략동맹의 현황과 과제 한반도 포커스
이수형 윤태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강태훈 외 동

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서울 도서출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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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방연구 제 권 호

정원영 전시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한 동원제도 발전방안  년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발표자료
최종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구상 국가전략 제

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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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조선일보
국방일보
연합뉴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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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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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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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총

북한인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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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연례정세보고서

통일정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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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정책연구시리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월간 북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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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Series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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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
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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