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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인식과 

한미동맹의 갈등
 

1)류인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역할, 이미지 이론으로 본 한미동맹의 갈등

Ⅳ. 결론 및 함의

  *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장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전방위적으로 발전되어왔으나 동시에 마찰과 갈등도 늘 반복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미동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되는 박정희 정부시기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현실주의 동맹이론을 적용하여 동맹의 

비대칭성과 위협인식의 차이에서 한미간 갈등의 원인을 찾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설명을 보완

하는 차원에서 인지심리학적 접근으로 ‘역할인식’과 ‘이미지’ 개념을 적용하여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과 전개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박 대통령은 동맹과 지역안보에서 자신의 역할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한국)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즉, 박 대통령의 ‘역할

인식’과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규정’간의 상당한 괴리로부터 비롯된 불신과 경멸 등의 감정적 

요인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동맹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박정희, 역할인식, 이미지, 한미동맹, 동맹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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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냉전 초기 안보적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동맹관계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장기
간 지속되고 있다. 특히, NATO,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 주요 동맹은 군사, 안보 역을 넘어 
가치,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진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동맹의 지
속성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
의 위협대응과 이익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갈등을 여하히 관
리하고 해소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진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맹갈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한미동맹은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연합방위체계 등 견고한 안보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마찰과 갈등도 겪어왔다.1) 이 논문은 한
미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되는 박정희 정부 시기를 재조명함으로써 교훈을 도출
하고자 한다.2) 현시점에서 과거 한미동맹의 갈등을 다시 진단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 
있다. 우선, 최근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학계에서는 보다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전략을 추구해
야 한다는 입장과 한미동맹의 역과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동맹의 수준을 격상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미간 특정 분야에서의 입장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동맹의 향배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한미동맹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비대칭동맹, 안보딜레마 등 현실주의 동맹이론을 통해 갈등의 원인
과 전개과정을 설명하여 왔으며 상당부분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와 미국의 여러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지속되었던 것은 단순히 동맹의 비대칭성이나 
위협인식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박정희 시기 동안 한국
의 국력과 동맹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어 갔고 한미간의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도 좀 더 실증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소지가 많은 만큼 갈등이 증폭되었던 이유에 대해
서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실주의 이론에 치우친 기존의 

1) 문창극. 『한미 갈등의 해부』(서울 : 나남, 1994) ; 역사와 비평 편집위원회 편. 『갈등하는 동맹 : 한미관계 60년』
(서울 : 역사비평사, 2010).

2) 다수의 연구가 1970년대에 한미동맹의 갈등이 가장 심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상윤·박원곤. “데탕트기의 불
편한 동맹 : 박정희-닉슨·카터 정부 시기.” 역사와 비평 편집위원회(2010) ; 황수현.『한미동맹 갈등사 : 70년대를 
중심으로』(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 심세현.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 박정희-닉슨 행정부 시기
를 중심으로.” 『군사연구』 제145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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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역할(role)’과 ‘이미지(image)’ 이론을 적용하여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인식과 이미지, 
나아가 감정적 차원의 심리적, 인지적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크다.3) 

기존의 연구들은 1970년대 초 데탕트와 주한미군 철수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을 주요 대
상으로 한 반면, 이 논문은 박정희 정부 전기간을 대상으로 하 다. 1960년대는 한미동맹이 
공고화된 시기로 평가되기도 하나 근본적인 갈등의 씨앗이 배태되었던 시기라는 측면에서 
연구대상에 포함하 다. 

이 논문은 외교문서, 녹음자료, 박정희 저작·연설문·평전, 한미의 관련 회고록 등을 교차
적으로 분석하여 박 대통령의 역할인식과 동맹갈등간의 연관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신을 국가, 민족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 던 점에 
비추어,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인식이 한미관계에서도 크게 작용했던 것에 주목하
다.4) 연구 자료중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보관소(NARA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된 키신저 파일 일부와 닉슨 대통령과 참모(각료)들간의 한국관련 
대화 녹음자료는 학술지에 최초로 공개되는 내용으로 이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5)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 연구 검토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비대칭동맹에서의 한미간의 위상과 위협인식의 격차에 의해 갈등

3)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선구적 연구로는 신욱희.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1950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정치
외교사논총』 제26집 제1호(2004) ; “비대칭 동맹에서의 갈등 : 정치심리학적 측면.” 『국방연구』 제55권 제1호
(2007).

4) 전인권은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대한 전기적 연구를 통해 그의 국가주의적 신념과 지도자 중심의 사상이 통
치행위로 이어지는 맥락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전인권.『박정희 평전』(서울 : 이학사, 2006). 관련 자료는 박정
희.『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서울 : 동아출판사, 1962) ;『국가와 혁명과 나』(서울 : 향문사, 1963) ; 『민족의 저력』
(서울 : 광명출판사, 1971). 

5) 닉슨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 백악관 집무실에서 있었던 자신과 참모(각료)들간의 각종 대화, 전화내용 등을 비
밀리에 녹음토록 지시하여 약 2만 여개 분량의 녹음테이프가 만들어졌다. 녹음내용은 주로 키신저 안보보좌관, 
로저스 국무장관, 여타 백악관 참모들과의 외교 및 국내정치 관련 대화로 적나라한 의중을 보여 주는 자료가 
많다.(닉슨은 자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 또는 새벽 등 시간에 구애 없이 키신저와 은밀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논문에 제시된 자료는 필자가 NARA 방문 연구중(2004.3∼2005.7) 획득하여 녹취한 내용
의 일부임을 밝힌다. 류인석.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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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기되었다는 분석을 제시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창극은 한미동맹의 안보적 갈등은 양국
의 국제적 위상 차이로 말미암은 시각의 차이로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6) 마상윤과 
박원곤의 연구도 박정희가 현실주의자인 닉슨과 이상주의자인 카터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도자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의 특수한 사정간의 
“눈높이의 차이”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았다.7) 홍석률은 아무리 눈높이를 맞추려 해도 한계
를 극복하기 어려운 한미간의 기본적인 위상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하
다.8) 대체로 이러한 접근과 주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심세현은 박정희-
닉슨 시기의 갈등을 ‘방기와 연루’ 딜레마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닉슨독트린, 주한미군철
수, 미중 데탕트 등의 상황에 대한 한미간 위협인식의 차이에서 갈등이 비롯되었다고 주장
한다.9) 

이러한 분석은 갈등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은 잘 규명하고 있으나 갈등이 지속되고 증
폭되는 변화의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동맹간의 위상이나 위협인식의 차이로만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미간의 위협인식의 차이가 컸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면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안보불안이 과장이나 허구가 
아닌 실체 음은 분명해 보이나 대미 협상전략의 맥락에서 이해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
된다.10) 

아울러, 기존의 관점은 자칫 구조적 결정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비대칭관계에서도 강대
국의 강요와 약소국의 순응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약소국의 전략적 행동에 따라 대등한 
관계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11) 강대국도 경쟁 세력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약소국과
의 비대칭동맹을 결성하면서도 전략적, 문화적, 역사적 연대와 상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질적, 구조적 차원을 넘어서는 관념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 구성주의적 
관점과 인지심리학적 접근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소개되기도 하 다. 대표적으로 신욱희는 

6) 문창극(1994). 

7) 마상윤·박원곤(2010).

8) 홍석률. “위험한 밀월 : 박정희-존슨 정부 시기.” 역사와 비평 편집위원회(2010), p. 60.

9) 심세현(2018), pp. 188-189.

10) 차상철은 박 대통령에 대해 국제정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평가하였다. 차상철. “케네
디-존슨과 박정희 그리고 1960년대의 한미동맹.” 『軍史』 제58호(2006).

11)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정세에 대한 깊은 안목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높게 설정하고 있었다. 신욱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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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의 인식과 감정 등이 국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비대칭 동맹
에서의 갈등을 이익이나 선호의 문제만이 아닌 역할인식이나 위협인식과 같은 변수를 중심
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12)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
던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사례연구로써 박정희의 ‘역할인식’과 미국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외교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감정, 태도 등이 갈등을 야기하고 증폭시키는 실
질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 다. 

 

2. 역할(role), 이미지(image) 이론 

홀스티(Kalevi Holsti)는 국가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국가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 분야에서 역할이론을 체계화하 다. 그는 정책결정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역할인식(role conception)과 타자가 평가하는 역할규정(role prescription)간의 상호작
용에 의해 역할수행(role performance)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개념화하 다.13) 저비스
(Robert Jervis)는 인식(perception)과 오인식(misperception)이라는 인지적 접근을 통해 
외교행태를 설명함으로써 국제정치 역에서 역할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 다.14) 

워커(Stephen Walker)는 역할이론이 외교정책 연구에서 기술적(descriptive), 조직적
(organizational), 설명적(explanatory) 유용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 다.15) 기술적 측면
에서 개인과 집단이 갖는 신념, 이미지, 정체성 등에 기반한 역할분석이 다양한 분석수준(개
인, 국가, 체계)과 역에서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유용성을 갖는다. 조직적 관점에서는 구조 
중심적 또는 과정 중심적 관점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설명적 차원에서 다른 이론들과 연
관된 다양한 방법론과 가정을 적용하여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연구자가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이론의 유용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이미지 이론은 타국에 대한 관념은 인지적 요인에 의해 정의되는 이미지로 
구성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16) 이미지 이론은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연구에 광범위

12) 신욱희(2007), p. 4, 12.

13) Holsti, Kalevi J.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4, No. 3(1970).

14)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6).

15) Walker, Stephen G. Role Theory and Foreign Policy Analysis (NC : Duke University Press, 1987), 
pp. 2-3.

16) Boulding, Kenneth.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1959), pp.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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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활용되어왔으며 국가간의 이미지와 행동성향을 결정하는 감정(emotion)에 대한 연구 
분야로도 발전되었다.17)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장기간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
외교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나 체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미지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이미지는 종종 정치지도자의 성향, 신념, 특성에 따라 형성되며 이는 곧 국가 이미지와 동일
하게 취급되곤 한다.18) 

이미지 유형은 우적(友適), 긍부정(肯不定) 등의 단순 유형뿐만 아니라 정치체에 따라 민
주, 독재, 권위주의 등으로, 성향에 따라 공세적, 방어적, 순응적, 우호적, 비우호적 등 다양
하게 분류될 수 있다. 많은 이미지 이론 학자들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미지를 유형화하

다. 대표적으로 허만과 피셔켈러(Richard K. Herman & M.P, Fisherkeller)는 국가간에 
상대에 대한 목표인식의 일치, 힘의 평가, 문화적 위상평가에 따라 형성되는 이미지를 유형
화하 다.19) 빌라리(Rezarta Bilali)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enemy), 동맹(ally), 제
국주의자(imperialist), 야만(barbarian), 의존(dependent)의 이미지로 구분하 다.20) 

3. 박정희의 역할인식과 미국의 이미지

박 대통령의 경우 자신과 국가를 거의 동일시하 으며, 관료들도 대체로 체제에 순응적이
었다는 점에서 집권자 개인의 성향에 기반한 역할인식이 외교정책 결정에서 매우 중요했
다.21)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하나 대체로 관료정치적 요
인이 외교정책결정에 상당한 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국가(정부) 차원에서의 박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유용하다. 

 미국의 박정희(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동맹과 의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맹은 상호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힘과 문화적 위상이 동등하다는 이미지를 의미하며 
상호이득을 위한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상대로 간주된다. 의존 이미지는 힘과 문화 측면에

17) Herman. Richard K., Voss, J.F. Schooler, T.Y.E., & Ciarrochi, J. “Ima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n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1997).

18) Alexander Michele G. Shana Levin, Henry P. J. “Image Theory, Social Identity, and Social 
Dominance :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Motives Underlying International Images.”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1(Feb, 2005), p. 22.

19) Herman. Richard .K., & Fisherkeller, Michael P.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49, No. 3(1995), 
pp. 415-450.

20) Bilali, Rezarta. “Assessing the Internal Validity of Image Theory in the Context of Turkey-U.S. 
relations.” Political Psychology, Vol. 31, No. 2(2010), pp. 275-277.

21) 전인권(2006),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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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등하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는 약한 국가를 이용하게 된다.22) 이러한 이미지는 상대에 대한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동맹에 대한 감정은 신뢰, 존중, 존경 등 긍정적이며 이는 협력적 전략으
로 이어지게 된다. 의존형 이미지에 대해서는 혐오, 경멸, 동정 등의 감정이 형성되고 이는 
상대국을 이용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23)

이 논문은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지표를 선정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
았다. 대신 미국이 박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었던 동맹과 의존의 이미지와 감정 등이 실제 
정책결정과 외교행태에 향을 미쳤던 점을 규명하는 방법을 취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주
요 부정적 이미지는 쿠데타, 독재, 인권탄압 등이었고 긍정적 또는 중립적 이미지는 반공, 
강력한 통치자, 냉철한 협상가 등으로 볼 수 있다. 

Ⅲ. 역할, 이미지 이론으로 본 한미동맹의 갈등 

1. 갈등의 전개

  가. 갈등의 태동(1961-1968)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미국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곧바로 승
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대소(對蘇)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냉전의 전초인 한
국에 대한 경제, 군사지원을 지속하 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전략
에 따라 한일관계 정상화를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종용하 다. 박정희는 케네디와의 회담
에서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파병을 제의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과 기여 가능성을 강조하 다.24) 이와 같이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한미간의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적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케네디 행정부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민정이양 압력에 의해 한미관계는 심각한 갈
등을 겪기도 하 다.25) 케네디 행정부는 박 정권이 군정연장 성명을 발표하자 2,500만불 
경제원조를 중단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등 압력을 가했다. 이로 인한 한미간 갈등

22) Bilali, Rezarta(2010), pp. 276-277.

23) Ibid, pp. 277-278.

24) 전인권(2006), pp. 219-220.

25) 박태균.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관계의 변화.” 『軍史』 제89호(2013),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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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휴전회담 이후 10여년 만에 최고 수위에 달했다는 평가도 있었다.26) 당시까지 정부예산
의 50%, 국방비의 70%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할 처지가 아니었다.27) 그러나 박정희의 미국에 대한 감정적 앙금은 이후 갈등을 야기
하는 불씨로 남게 되었다. 특히,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이어 케네디 행정부에서 지속되었던 
주한미군 철수 검토는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갈등의 씨
앗이 배태되고 있었다.28) 당시 박정희의 대미인식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존심은 그의 저서
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미국을 좋아한다.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그렇고,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이 
그렇고, 共侵으로부터 우리를 방위한 것이 그렇고 경제원조를 주어서 그렇다. 그보
다도 우리가 미국을 더욱 좋아하는 까닭은 그와 같은 은혜를 주었으면서도 우리를 
부려먹거나 무리를 강요 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기미가 엿보 다면 우리들의 태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표시되었을 것이
다.”29) 

존슨 행정부는 케네디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며 베트남전 참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하
다. 1965년 존슨 행정부는 ‘Many Flags’ 캠페인에 따라 한국에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특별기를 제공하고 대규모 카퍼레이드 환 행사를 벌이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하 다. 박 대통령은 케네디 행정부와 상대할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자신이 미국
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국군의 파병은 동맹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상승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30) 
미국은 베트남 참전의 정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차원에서도 한국군의 추가 파병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 동등하거나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31) 또한, 한국은 주월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행사
나 한미행정협정 체결 등 대등한 동맹관계를 위한 제도화의 성과도 거두었다.32) 사실 한국

26) New York Times, April 8, 1963. 

27) 국방부, 『국방사2』(1992), pp. 435-436, 이춘근, “박정희 시대의 한국외교 및 국방전략 평가.” 한국발전연구
원(2006), p. 208에서 재인용.

28) 마상윤, “미완의 계획 :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29권 2호
(2003).

29) 박정희(1963), pp. 224-225.

30)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한 국가 가운데 한국은 약 5만에 달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였다. 

31) 박태균(2013), p.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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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ATO 수준의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까지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는 안보조약을 개정하 던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 다. 이는 미국의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평가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33)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 실리를 취하면서도 한국의 증대된 위상을 바탕으로 지
역안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 다. 이러한 노력은 196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에서 구체화되었
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위협을 상정하여 일본과 호주까지 포함하는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
제 구축을 구상하 다.34) 그해 7월 박 대통령은 국방대 졸업식에서 ASPAC 회의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되었음을 승인받은 것이며, 해방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 다.35) 

1966년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베트남에 참전한 7개국 정상
회담이 진행되었다.36) 비록 필리핀이 회담을 주최하 으나 아이디어를 미국에 가장 먼저 전
달한 것은 한국 정부 다.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은 뉴먼 주한미국공사에게 대사급 상설회의
체 설치, 외상회의 개최와 더불어 NATO형 합동사령부의 설치와 태평양 헌장(Pacific 
Charter)을 제안했다.37)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박 정권의 국내정치적 동인과 더불어 지역
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 하면서 참전국 회의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38)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를 아태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하나의 세력
(Power)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동맹국 미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
한 발언권을 가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39) 실제로 박 대통령은 마닐라 회담 기조

32) 박영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형성의 기원 : 냉전기 북한의 무력도발과 한국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1967-6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2집 2호(2021), pp. 14-15.

33) 박태균(2013), p. 340.

34) 도지인.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제4호 
(2017), p. 70.

35)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3집』(1966.1-1966.12), 박영준(2021), p. 16에서 재인용.

36) 홍석률(2010), p. 52.

37) 이상현,  “베트남 참전국 정상회의와 60년대 한국외교.” 『사회과학연구』 제53집 1호(2014), p. 310. 태평양 조
약이나 동맹 등의 제안은 이미 이승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구상이다.

38) 이상현(2014), p. 314.

39) 외무부, “박-존슨 대통령 회담 토의자료(안),” 『Johnson. Lydon B. 미국 대통령 방한. 1966.10.31.-11.2』
MF. C-0017(1826) 외교부 외교사료관. 이상현(2014), p. 3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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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에서 “월남 문제는 아세아의 문제이며 태평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열강에 의
한 구시대적 해결방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하는 등 국제정세와 베트남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적극적으로 피력하 다.40) 브라운 대사가 번디 극동문제담당 차관보에게 보낸 전문에는 
한국(박정희)의 역할인식에 대한 평가가 잘 드러난다.

“지역의 리더가 되기 위해 세계무대에서 향력있는 지위를 얻기 위해 국가 지도자
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 정부는 그들의 태도나 입장을 내세우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
다... 그들은 아마도 마닐라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진 나라를 미국, 남베트남, 한국 
등 3개국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마닐라 회의를 주식회사의 주주들의 모임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41) 

이러한 인식에 더해 실제 미국의 태도는 박 대통령의 역할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마닐라 회담에서 마르코스의 “잔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박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을 하 다. 

“박 대통령 당신도 봤죠, 도대체 필리핀은 몇 명이나 보냈소. 마르코스 저 친구 입만 
살았소. 도대체 필리핀도 엉망이면서 아시아의 맹주 노릇 하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오. 당신을 보시오. 월남전에 5만여 명이나 보냈고 ASPAC을 만드는 등 공이 많은데
도 불구하고 얼마나 엄숙하고 겸손하오...”42)

존슨 대통령은 마닐라 회의 참석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여 한미관계를 ‘형제관계’로 지칭하
고 재차 박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은 없다고 밝
히면서 한국군의 증파를 은연중 희망하 다.43) 

박 대통령의 국제정세와 안보전략에 관한 구상은 한반도와 한미동맹에만 국한되지 않았
다. 1968년 11월 박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조약기구(Asia 
Pacific Treaty Organization)’ 구상을 제안하 다. 이는 한국, 일본, 자유중국을 포함한 

40) 외무부. 1967. 『대한민국 외교연표 1966』, pp. 207-208. 이상현(2014), p. 322에서 재인용.

41) Telegram from Seoul(2199), October 22, 1066, POL 7 PHIL, CF. Box 2584, RG59, NA. 이상현(2014), 
p. 325에서 재인용.

42)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서울 : 고려원, 1992), pp. 151-152.

43) 차상철(200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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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C과 베트남 참전국 협의체가 중심이 되고, 나토와 유사하게 공동사령부와 행동부대를 
갖추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44) 존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박 대통령의 친서에도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체제의 필요성과 한국의 지역안보에의 기여 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45) 이는 미국
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보완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를 주도적으로 구상하 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베트남전에 집중하고 있었던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한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
으며 박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베트남 파병으로 형성된 한미간의 밀월관계는 1960년대 말 베트남 전황의 악화와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존슨 대통령은 1968년부터 배트남전의 
종결을 목표로 하여 파리평화 협정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까지 포함한 급격
한 대한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46) 그러나 베트남전 종결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반 되지 않았으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사전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
다.47) 존슨 행정부의 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는 베트남 파병 요청을 위한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8년 발생한 북한의 1.21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을 둘러싼 한미간의 상호 불신은 이후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씨
가 되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유약한 대응과 비밀협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
기하면서 안보공약을 대가로 경제, 군사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 했다. 1968년 2월 존슨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밴스 특사를 통해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양
국 국방장관의 연례회의 개최에 동의하 다. 그러나 밴스 특사는 귀국후 존슨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이 감정적이며 변덕스럽고 위험하며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전함으로
써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 다.48) 한편, 미국은 한국
의 모험주의를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협상에서 최대한 지원을 얻어내려는 박 대통령의 전략
적 면모를 간파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1969년 신년기자회견 연설은 당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그의 냉철한 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44) 한국 외무부, 「아시아 자유 아시아 안전보장 대책 사안에 대한 대통령 지시(1968.11.26.) (APATO 창설 구상」
(분류번호 729.35, 등록번호 3107). 박영준(2021), pp. 29-30에서 재인용

45) 박정희 대통령 미국 방문, 1968.4.17.-19. 전2권. C-0026.

46) U.S. Objective and Major Problems in East Asia, November 2, 1968, National Security Archive, 
JU01100. 

47) 이상현(2014), p. 327.

48) “Note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Cyrus R. Vance,” Feb. 15. 1968, FRUS 1964-1968, Vol. 29,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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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괴뢰 정권이 제아무리 날뛰고 광분을 하더라도 소련이나 중공의 적극적
인 지원 없이는 한국에 있어서 전면 전쟁을 도발할 능력은 없다고...적의 능력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한된 목표에 대한 제한적 기습공격할 능력이 있고 
이것은 휴전선 일대, 해안선 등에서 한다는 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게릴라 부대의 후
방 침투능력이 있는데...”49) 

미국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협상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제
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양국 지도자간의 신뢰와 우의가 훼손되면서 상호 경멸과 
불신으로까지 악화되기 시작했다.50) 특히, 박 대통령은 1968년 3월 존슨 대통령이 불출마
를 선언하자 “오랜 진정한 친구”인 자신과 상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한다.51) 
박 대통령은 1960년대 말 국제정세와 베트남 전황,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 미국내 정치상황
의 변화 과정에서 권력 강화를 위한 조치와 더불어 자주국방과 모종의 외교적 변화를 모색
하기 시작하 다. 

   나. 갈등의 고조(1969-1974) 

196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소련의 핵전력 증강을 포함한 향력 증대와 유럽, 일
본의 경제적 성장으로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베트남에서 고전하고 있었
다. 새로 출범한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의 명예로운 종결과 소련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닉슨독트린을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추진하 다.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라는 기치를 
내세운 닉슨독트린의 주 대상은 베트남이었으나 한국은 베트남 이외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
상이 되었다.52) 

1968년부터 조성된 한미간의 갈등은 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언제든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 안
보뿐만 아니라 정권유지와 직결되는 최대의 과제로 여겨졌다. 박 대통령은 1969년 8월 샌
프란시스코 정상회담 후 귀국기자회견에서 닉슨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는 
“예외”로 취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 다고 발표했다.53) 그러나 당시 키신저 보좌관과 로저스 

49)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1969년 1월 10일. 주정율,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과 현대적 함의,” 『군사연구』
제139집(2015), p. 429에서 재인용.

50) 홍석률(2010), p. 41.

51) 이동원(1992), p. 149.

52) NSSM 9 : Review of International Situation, NPM.

53) 외무부, “한미정상간 단독회담록 및 양국각료회의록.” pp. 430-442. 등록번호-3017, 필름번호 C-0033,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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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건의 내용과 포터 대사와 국무부간의 교신 문서를 종합해보면 닉
슨 대통령은 확약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54) 박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다”라고 확약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닉슨 대통령은 “가까운 
장래에 증강된 공군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55) 

사실 박 대통령은 이미 1968년부터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동향을 감지하고 최대한 시간
과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 다. 즉,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사전협의와 한국군의 현
대화를 통한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집요하게 요청하 다.56) 그러
나 닉슨 대통령은 이미 취임 직후부터 주한미군 철수 검토지시를 내렸고 정상회담 몇 달 
후 바로 철수를 결정하 다. 당시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에게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 전해진
다. 후에 박 대통령은 이동원 전 외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심정을 전했다고 한다. 

“내 약소국의 비애를 옛날 케네디 친서건으로 버거 대사에게 당한 것 이상으로 비참
하게 맛보았소...(닉슨은) 마치 속국의 제왕을 맞이하듯 했단 말이오... 저녁 식사 땐 
시시껄렁한 자기 고향친구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같이 식사하라는게 아니겠소. 내 아무
리 1966년 닉슨이 방문했을 때 섭섭하게 대했기로서니 너무한 거 아니오.”57) 

사실 닉슨이 케네디와의 대선 이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까지 패한 후 동남아와 일본 
방문을 거쳐 방한하 을 당시, 박 대통령은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인데...”라며 푸대접을 
했다고 한다.58) 동남아와 일본에서의 환대와는 대조적인 한국 정부의 홀대는 닉슨의 자존심
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었으나 깊은 감정의 골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70년 8월 미국은 애그뉴 부통령의 방한을 통해 공약을 재확약하고자 했으나, 귀국 회
견에서 5년내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언급함으로써 속내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 

희 대통령의 미국방문, 외교부 외교사료과.

54)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K, Subject : Your Meetings with President Park, April 20, 
1970, Box 930, NPM.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William Rogers, Subject : Your 
Meetings with President Park Chung Hee of Korea, August 21, 1969, 11:30 a.m., April 17, 1970, 
Box 930, NPM. AmEmbassy Seoul to DOS, August 4, 1970, RG 59, NA.

55)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by Rogers, April 29, 1970, Box-757. NPM.

56) Memorandum From Secretary of State Rogers to President Nixon, November 19, 1970. FRUS 
1969-1976, Volume XIX, Part 1. pp. 159-161.

57) 이동원(1992), pp. 147-148. 

58) 이동원(1992), pp. 141-149.



14 ❚ 국방연구 64 ‒ 3

대통령은 심한 배신감을 표출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에 강하게 반발하 다. 당시 뉴욕
타임즈는 한국만큼 심각한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대만의 장경국은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박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59) 
이는 한국이 이스라엘, 대만 등과는 달리 미국의 제도권 내에 향력을 행사할 만한 채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박 대통령의 협상전략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반대 논리가 객관적인 북한의 위협평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 조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박정희의 정권안보 차원에서 비롯된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로저스 국무장관은 박 대통령이 1971년 5월 대선을 의식하여 국민
들에게 불안과 충격을 조장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가 대북억제에 미치는 향이 과장되
었다고 보고하 다.60) 또한, 국무부는 한국 중앙정보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의 
현실적인 정세판단을 강조하 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보고서는 ”한국군은 북한의 공격에 대
처할 능력이 있으며 다만 한국군 현대화 보상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내기 위해 잠
재적인 위협을 조장할 것“이라는 내부 지침을 담고 있었다.61) 그러면서도 당시 미 국방부의 
철군계획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순응하고 철수 집행에 협조할 것이며 주월한국군
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었다.62) 

미중관계 개선과정에서의 한미간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차이가 주로 부각되어 왔으나, 박 대통령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정세변화의 흐름
을 읽고 있었고 이에 대응한 자주적이며 새로운 외교노선을 추진하 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크다. 박 대통령은 1971년 외무부 연두순시에서 “현재는 이데올로기 전성시대가 지나고 실
리추구와 민족주의 사조가 팽배하니 이러한 국제정세에 맞추어 신축성 있고 긴 안목으로 적
절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 다.63)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 무렵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
하고 공산권 국가와의 점진적인 교류와 접촉을 모색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이 한국은 
1971년 7월 닉슨의 방중 계획 발표전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공산권 외교를 추진하
려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크다.64) 또한, 한국은 미중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59) 주미대사대리가 장관에게 착신전보, 1070년 8월 27일,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협의(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V. 1 기본문서 1970, 4-8,. 등록번호 G-0020, 외교부 외교사료관.

6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Rogers, Subject : U.S. Troop Withdrawals from Korea, 
Suggested Reply to Letter from President Park, June 19, 1970, RG 59, NA.

61) DOS Intelligence Note, “republic of Korea : Yankee Stay Here,” August 14, 1970, RG 59 Box-757, NPM.

62) Attached Paper “Plan for the Withdeawal of 20000 U.S. Person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H-215. NPM.

63) 『동아일보』, 1971. 1.18. 홍석률, “테탕트기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정책.” 『한국문화연구』 통권 24호(2018), p. 
3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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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강대국이 규정
한데로만 끌려가지 않겠다는 모종의 메시지를 던졌다.65) 

남북접촉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 안보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
여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닉슨 대통령
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포고문에서 미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 주한미군의 인계
철선 역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 다. 닉슨 대통령은 로저스와의 대화에서 “계엄령? 그들
은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없나?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해.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젠장맞
을 인계철선, 3-4개 사단의 유지는 어리석은 짓이야”라고 언급하 다.66)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규모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에 대
한 감정도 매우 좋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책에 대해 불만과 반대 의사
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공모”를 꾀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아울러 자신의 재선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 다. 닉슨 
대통령이 집권시 백악관에서 자신과 관료들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 중 다음 대화 
내용은 욕설을 포함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적나라한 감정이 드러나 있다.

로저스 : 몇일 전에 헤이그(Alex Haig)에게 말했는데 박이 우리를 비난하는 두 개의 
문장은 그가 장경국, 티우와 공모한 결과로 생각한다.

닉슨 : 그래.
로저스 : 박은 우리가 대만의 친구들을 포기한다고 비난했다.
닉슨 : 그래.
로저스 : 박이 비난한 두 가지는 그가 전에 당신의 북경방문을 승인한 것과 완전히 

모순된다.
닉슨 : 맞아.
로저스 : 아마 박이 티우, 장과 접촉해서 이 짓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닉슨 : 그 젠장맞을 한국인(damn Koreans)들이 아주 어리석은 게임을 하고 있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싸웠고 피를 흘렸는데...
로저스 : 냉소적인 게임이죠. 대선 바로 직전에 하고 있으니...
닉슨 : 맞아.67)

64) 홍석률(2018), pp. 310-313.

65) 전인권(2006), p. 283.

66) CD 801-A. October 17, 1972. Nixon, Holdeman, Rogers Subject : Korean Peninsular, US Troop 
Reduction in Korea. NPM. 

67) CD 32-9 Subject : President park, Vietnam, October, 22, 1972, 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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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이 월맹, 소련과 협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상군을 철수함에 따라 주월한국군의 
군사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닉슨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주월한국군 철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주월한국군의 철군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정세
와 국내정치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월한국군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과 철군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염두에 
두었다.

박 대통령은 베트남에서의 기여와 북한(중국)의 도발 억제 역할을 넘어 아시아의 집단안
보체제의 결성을 주도하려 하 으나 닉슨 행정부는 이러한 역할과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았
으며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다. 이것은 닉슨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부의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중관계 개선도 한국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박정희와 참모들이 모두 인정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양 유신을 선포했다며 박 대통령
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68) 아울러 미국은 주월한국군 철수를 협상전략화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압력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69) 미국은 
6.23 선언 등 한국의 대공산권 접촉 시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환 한다는 입장을 보
지만 동북아 질서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기지 사용문제에 미칠 수 있는 향에 대해 우려하
고 있었다.70)

박 대통령도 이미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월한국군을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저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하에 최대한 지원을 끌어내는 데 주
력하 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는 등 본격적인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게 된
다.71) 자주국방의 핵심은 미사일,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박 대통령이 
핵, 미사일 개발을 지시한 시점은 1971년 말로 추정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뿐만 아
니라 전략무기가 갖는 국제적, 지역적 위상도 중요하게 고려하 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1974년 11월경에야 한국의 핵개발 시도를 포착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과학
기술 능력에 비추어 핵무기 개발능력과 수준을 과소평가하 기 때문이었다.72)

68) 문창극(1994), p. 131.

69)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K, Subject : Korean Forces in South Vietnam, March 
1972, H-232, NPM.

70)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from William J. Poter, Subject ; SGR Meeting on Korea, June 18, 
1973, RG 59, POL-KOR S-US, NA.

71) 박 대통령은 1973년 4월 19일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지시했는데, 이는 작전 지휘권 인수에 대비한 장기 전략 
수립과 1980년대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독자적인 군사전략, 전력 증강 계획을 발전시
킬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인권(2006),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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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등의 심화(1975-1979)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로 야기된 한미갈등은 포드 행정부에서의 주한미군 추가감축
의 중단 선언과 주한 미공군력의 증강 등 안보공약의 회복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핵개발 시도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저지 과정에서 마찰과 긴장이 지속되었다. 
미국은 1975년 8월 슐레진저 국방장관을 통해 핵무기 개발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라고 경고했고 이후 한국의 핵개발 시도는 잠잠해졌다.73)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건 카터 행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카터는 닉슨과 포드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간파하여 도덕
적 이상주의를 내세웠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박 대통령과 전혀 달랐다. 카터 대통
령은 북한의 위협보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함에 따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1977년 1월말, 카터 대통령은 새정부의 의도를 우방에 전할 목적으로 먼데일 부통령을 
유럽과 일본에 특사로 순방케 하면서 한국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방문을 
정중히 요청하 으나, 카터 행정부는 인권문제를 이유로 거절하 다.74) 나아가 카터 대통령
은 1977년 3월 박동진 외무장관과의 면담전에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과 밴스 국무장관에
게 보낸 자필 메모에서 “정치범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군사원조가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남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75) 같은 시기 베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
에서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인권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려 하 다. 이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미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했지만 카터 행정부의 인권문제 제기
만큼 자신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없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76) 박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북한인권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비
난하는 것에 몹시 분노하 다.77)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는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
수계획은 남북한의 군사력 평가에 기초하기도 하 으나 실제로는 카터 대통령의 박 대통령

72) 조철호. “박정희의 핵외교와 한미관계 변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0), pp. 45-46.

73) 돈 오버도퍼·로버트 칼린 저, 이종걸·양은미 역, 『두개의 한국』(고양 : 길산, 2014) p. 124.

74) New York Times, January 29, 1977. 문창극, p.283에서 재인용. 

75) 이종걸(2014), p. 147.

76) Telegram from Embassy Seoul, “Meeting with President Park, March 1, 1977. Box 1, Carter 
Withdrawal. 1978-1979. 마상윤·박원곤(2010), p. 83에서 재인용.

77) 김정렴. 『아, 박정희』(서울 : 중앙 M&B, 1997), pp. 206-210.



18 ❚ 국방연구 64 ‒ 3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하 다.78) 특히, 카터 행정부는 1979년 한국에서 일련의 
인권 및 민주화 관련 사건이 발생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박정희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이 인권정책을 철군정책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정권교체를 부추기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뿐만 아
니라 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상윤과 박원곤의 
평가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에게 한반도 국제정치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는 태도를 보 다. 냉전의 최전선인 한국에서 장기간 집권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에 비
해 카터는 한반도 정세에 정통하지 못한 외교 초보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79) 미
국의 5번째 대통령을 상대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이 더 이상 피후견국의 위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국에 전략적 충고까지 할 수 있는 식견을 구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분노의 감정까지 갖게 됨에 따라 자주국방과 
핵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자주적 역량
을 갖춤으로서 보다 대등한 전략적 위상을 추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82년 발간
된 카터 대통령의 회고록에 한국에 관한 내용은 김대중 대통령 구명을 언급한 단 4줄 분량
에 그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언급조차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과 박 대통령
에 대한 외교적, 정책적 배려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80) 카터는 2015년판 회고록에
서도 당시 한국은 “박정희 장군(General park)의 독재 통치”하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와의 회담을 “동맹국 지도자들과 가진 토론 가운데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다고 
회고했다.81) 

박 대통령의 최후가 국내정치적 혼란 또는 핵개발 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박정희 정부 기간중 최고 수위에 이르렀던 한미간의 갈등은 안보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와 민주화 그리고 반미감정 등 정치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향을 미쳤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카터 행정부와의 갈등은 당대에서 해소되
지 않은 채 종결되었으나, 이후 양국의 정권이 교체되고 미소간의 신냉전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좀 더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78) 이종걸(2014), p. 172.

79) 마상윤·박원곤(2010), p. 86.

80) 김정렴(1997), pp. 210-211. 

81) 지미 카터 저, 최광민 역, 『지미 카터』(서울: 지식의 날개, 2018), pp. 199-200,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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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평가

박정희 시기 한미동맹은 상당한 제도적 발전과 안보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이면에는 마찰과 
갈등도 반복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의 갈등의 소지를 태
생적으로 안고 있었다.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이후 ‘밀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 으나 1960년대 말부터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서 불신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닉슨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중심으
로 양국 지도자간의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관계가 악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포드 행정부 시기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관련한 갈등에 이어 카터 행정부 시기에 이르러서
는 인권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결합됨으로써 갈등은 최고 수위에 달했다. 

한미간 위상의 현격한 격차와 위협인식의 차이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을 매우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었으
며, 미국도 이러한 박 대통령의 현실주의적 성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협
인식의 차이로만으로는 갈등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충분치 않아 보인다. 박정희 시기 한미
동맹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박 대통령의 역할인식과 미국의 역할규정간의 상당한 괴리로 인
해 증폭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이 베트남 파병을 통한 자신감과 반공전선의 일익을 담당하는 신념으로 ‘아시아
태평양이사회’를 구상하고 추진하 던 것은 지역안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크게 설정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간파하고 공산권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 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가 위
상 증진에 따라 박 대통령은 보다 자주적이고 대등한 동맹관계로의 진화를 추구하 던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동맹’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의존’의 이미지로 인식하
고 일방적인 외교행태를 자주 보 다. 미국은 한국의 지역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한하
는 태도를 보 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지역화, 국제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
으나 미국의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박 대통
령을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과장하여 경제, 군사지원을 최대화하려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상대로 인식하 다. 이러한 인식으
로 인해 미국은 한일관계 정상화, 베트남 파병 등 한국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는 박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에 
심대한 향을 미치는 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철수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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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보 다. 
박정희 시기 한미간 갈등은 미국의 전략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약소국

으로서의 구조적 제약이나 안보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자
신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공감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안보 콤플렉스나 
권력욕 등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었던 측면도 있다. 다만, 박정희 정부 이후 한미간의 
갈등이 동맹 파탄의 수준까지 악화되지 않고 회복되었던 것은 구조적 결속력이 강했기 때문
이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동맹 파트너로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존중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또는 박정희 정권이 좀 더 지속되었을 경우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
성도 컸을 것이다. 

Ⅳ.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박정희 시기 한미동맹의 갈등에 대해 기존의 비대칭동맹 이론과 위협인식의 관
점과는 다른 인지심리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을 시도하 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재평
가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동맹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첫째, 비록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박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와 지역안보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한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비
대칭적 동맹의 구조적 제약과 약소국으로서의 한계 상황에서도 전략적 의지와 선택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 다.82) 한국전쟁 이후 안보적 도전이 최대로 심했던 시기에 박 대통령
은 베트남 파병, 지역안보협의체 주도, 대공산권 외교 확대 등 약소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
려웠던 것으로 보 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현격
히 높이는 역할을 하 다. 

둘째, 미국의 동맹에 대한 이미지가 정책결정 및 외교행태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동맹관계에서 국가이익과 전략적 가치가 가장 핵심적인 고려요인임은 분명하지
만, 실제 상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인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를 동맹의 핵심적 연결고리로 

82) 박 대통령은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1962)에서 조선 사회에서 배태되었던 체념적, 소극적, 패배주의적 병폐를 
극복하고 자주적, 능동적, 주체적 정신과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저술한 『민족의 저력』(1971)에
서는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여타 신생국과는 차원이 다른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위에 발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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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익의 관점뿐만 아니라 외교 이면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크다. 

셋째, 박정희 정권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한미동맹도 보다 대등한 관계
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맹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크다. 국내적
으로는 동맹발전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반 할 필요가 커졌다. 아울러 우리
의 국력과 위상에 상응하는 전략적 사고와 국제사회와 동맹에서의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지전략적 가치뿐만 아니라 반도체, IT, 바이오 등 기술과 
경제분야에서의 동맹가치를 기반으로 진정한 ‘글로벌 가치동맹’의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다. 

넷째, 인지적 측면과 개인의 분석수준에서의 접근은 동맹뿐만 아니라 경쟁국이나 적대국
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장기간 정권을 유지한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
자일수록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정권 교체가 잦은 체제의 상대 지도자 보다 전략적 식
견에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아울러 정치지도자의 지역 및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인식은 대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접근법과 주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을 것이며, 충분한 실증적 자료와 
엄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다각적인 평가의 노력은 
향후 동맹의 발전과 나아가 북미, 미중, 한일관계 등에서 우리의 역할과 전략적 접근을 구상
하는데 긴요하다고 판단한다. 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동맹관계 및 상대국의 외교행
태를 분석하는 국내의 실증적 연구가 풍성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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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Since the Korean War, the ROK-US alliance has developed in all areas, but friction and 

conflict have also been persisted. This paper seeks to draw lessons by reviewing the causes of 

the conflict between ROK and the US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when the conflict 

peaked.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have applied realist alliance theory to find the cause of 

conflict from asymmetric alliance and different perceptions on what accounts for as threats. In 

order to complement this explanation,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essential causes of 

conflict by applying ‘role’ and ‘image’ theories with a political psychological approach. Despite 

the considerable asymmetric structure of the ROK-US alliance, President Park was highly aware 

of his role in alliance and regional security, but the conflicts deepened as the US refused to 

acknowledge it and continued to ignore it. The study shows that mutual perception and attitude 

between two allies can be fundamental factors in deepening conflicts. With the recent escalat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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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개념

Ⅲ.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

Ⅳ.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방향

Ⅴ. 결  론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센터 연구원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란 국방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HW)와 소프트웨어(SW)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생태계 5대 요소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법ㆍ제도, 조직ㆍ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결과, 첫째, 데이터 측면에서는 국방 데이터 전략이 수립

되어 있지 않고, 국방 데이터 센터가 미구축되어 있으며, 데이터 전 수명주기(life cycle) 간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와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알고리즘 측면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알고리즘을 개발, 공유, 고도화에 이르는 관리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고, 셋째,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넷째, 법ㆍ제도 측면에

서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최상위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며, 획득제도와 군사보안업무훈

령도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직ㆍ인력 측면에서 국방부 중심의 컨트롤타워 및 예하 

전담조직도 부재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교육체계도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방향으로 첫째, 국방부 중심의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방 인공지능 센터 구성과 합참, 각 군의 인공지능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국방 인공지능 센터를 중심으로 국방 인공지능 전략과 국방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실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구축으로 국방 인공지

능 통합센터와 국방부, 합참, 각 군, 국직부대별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방지능

정보화법’ 제정, 획득제도 개선,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정 등 법ㆍ제도의 정비와 미 국방부의 인공

지능 교육전략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국방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핵심어 : Artificial Intelligence, AI, 국방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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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35년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영화 ‘아이, 로봇’에선 ‘NS-5’라는 신형 로봇이 등
장하여 스스로 판단해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는 지능형 로봇의 가공할 위
협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미래전은 인간 중심전투에서 지능
형 로봇 중심의 전투가 수행되게 될 것이며, 그 핵심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쟁의 혁명이 무기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진화해 왔는데 제1의 전쟁혁명은 화약의 발명으
로 인한 혁명적 변화이고, 제2의 전쟁혁명은 핵무기 개발로 인한 변화이며, 제3의 전쟁혁명
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될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전 변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육군과 해병대 전투원 보호와 우
세한 작전을 위해 미군을 혁신키로 했으며, 2017~204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로봇 군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미국이 적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가 전투 로봇에 집중투자하며 추
격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미 국방부는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4,500여 개 인프라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른바 기술로 적을 제압한다는 ‘3차 상쇄전략’
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군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인공지능 혁신센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며, 인
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에 근접한 중국은 막강한 산업기술력으로 군대를 완전히 재편해 나가
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지만, 중국은 자율형 전투 로봇으로 무장한 군대로 
대응, 미국의 동아시아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러시아군은 10년 후인 2030년까지 군대의 30%를 원격통제 또는 자율화된 로봇으로 대
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무인전투차량 바카르를 개발했으며, 소형 무인전차 우
란(Uran) 등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1) 

이처럼 군사 선진강국들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기체계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변화된 미래 전쟁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연구개발과 실험, 
전력화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이내 미래전 양상은 인간 중심에서 인공
지능이 탑재된 무인기와 로봇 중심의 전투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이러한 변화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국방 분야(무
기체계, 국방운영 분야 등)에 적용하기 위한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있

1) 김민석, “성큼 다가온 인간과 전투로봇의 전쟁,” http://news.joins.com/articl (검색일: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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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진단 필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를 진단하고, 이후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으며, 연구 범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국방 인공지
능 생태계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된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논문 등 자료를 참고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기관(ETRI, 
KAIST 미래국방AI특화연구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인공지
능 관련 민간업체(솔트룩스, 네이버 등)를 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질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제2장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고, 제
3장에서는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의 현실태를 미 국방부 사례에 비추어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생태계 진단을 바탕으로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국방 인공지능 생태
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개념

1. 인공지능과 국방 인공지능 개념

   가. 인공지능 개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
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2) 즉, 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0년에 Alan Mathison Turing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논문에서 제시하였으며3), 이후 1956년 미국 다트머스
(Dartmouth)에서 정보처리 이론의 대가들이 모여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존 매카시
(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란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는 제

2) 위키백과, “인공지능 또는 AI,” https://ko.wikipedia.org/wiki/AI (검색일: 2021. 4. 22.).

3) Turing, A. M.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Parsing the turing test (2009) pp.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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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하면서 등장하였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술의 진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초창기의 인공지능은 단순한 

수학 계산이나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단순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의 인공지능이었
으나, 현재는 기계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고안하고 지식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인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인
공지능은 현재까지 인간의 지능과 비교하여 아직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4)

   나. 국방 인공지능 개념

국방 인공지능은 민간분야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
방분야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특수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그림 1] 국방 AI의 개념적 분류 및 민간 AI와의 비교

출처 : 광주과학기술원, “국방 인공지능(AI) 실증 기획 연구,” (2018), p. 37.

국방분야가 가지는 세 가지 특성은 첫째, 국방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경우 운용환
경이 매우 혹독하거나 제한되는 경향이 크고, 둘째,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도 
민간부분의 그것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군사작전 수행 분야에 인공지능
을 적용할 경우 결과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민간부분에 비해 매우 

4) 광주과학기술원, “국방 인공지능(AI) 실증 기획 연구,” (2018),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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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국방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데 제한점과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전장에서의 의사결정은 전투 승패를 좌우하고 이 결과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
라서 국방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전장에서의 의사결정, 무기체계 등에 적용되어 지원해
야 한다면 국방 인공지능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인공지능 보다 신속
(more swift)하고, 보다 강건(more robust)5)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
(more rationale)한 인공지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 국방 인공지능의 계층 구조

출처 : 광주과학기술원, “국방 인공지능(AI) 실증 기획 연구,” (2018), p. 37.

국방 인공지능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국방 인공지능(Higher Military 
AI)과 하위 국방 인공지능(Lower Military AI)으로 구성된다. 상위 국방 인공지능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강건한(Robust) 결정(Decision)을 신속하게(Swifty) 내릴 수 있으
며, 동시에 이에 대한 근거(Rationale)를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면, 하위 국방 
인공지능은 현재까지 수집된 막대한 양의 국방 데이터(military data)를 기반으로 지
휘관의 작전 결정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하위 국방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는 
주기적인 관측 영상과 검출된 음성을 통해 적을 식별하거나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추적 및 예측하는 경계감시시스템 등이 있다.

5) 국방 AI가 민간 AI 보다 강건(more robust)해야 한다는 것은 국방 AI 실행 결과가 신뢰성이 보장되고, 무결성
(보다 정확한 결과치)과 내구성(외부 침해로부터 보다 안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32 ❚ 국방연구 64 ‒ 3

따라서 국방 인공지능은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화된 작전 결심  및 작전 
수행을 담당하는 상위 계층과 지휘관의 작전 결심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 국방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추
구해야 할 국방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6)   

2. 국방 인공지능 필요성

국방 인공지능의 필요성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미래전은 유인 
무기체계 중심에서 무인 무기체계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고, 무인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적대국 또는 잠재적 위협국가 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도록 감시ㆍ정찰-지휘통제-공격 수단에 이르는 전 분
야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자동화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 입대 병력자원의 전체적인 감소7)에 대비하여 부족해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과 유사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능화된 무인 무기체계가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래 병력자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력 중심의 전력 및 
부대운영 구조에서 탈피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및 부대운영 구조로 전환이 요
구되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의 적용과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제한된 국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전장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자원관
리와 국방운영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과 적용을 통한 스마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전장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국
방 자원관리와 운영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적용과 활용이 국방자원과 예산의 획기적인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방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인공지능 민군융합생태계 조성과 산업 전반
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대부분 민간 주도

6) 광주과학기술원, “국방 인공지능(AI) 실증 기획 연구,” (2018), pp. 35-36.; 미래국방인공지능특화연구센터,「미
래국방인공지능 기술문서」Vol. 1&2, (2020. 9.), pp. 124-126.

7) “현역병 입대 자원은 2037년까지 두 번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병역 인구의 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28.8만 명에서 2022년 22.0.만 명으로 8.8만 명 줄어들고, 2035년 18.8만 명에서 2038년 15.2만 명
으로 3.6만 명 줄어든 이후 이런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병 소요는 2022년 이후 21.3만 명이
나 병력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2023~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만 명이 부족하고, 
2031~2038년 기간 동안 연평균 2.9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병 소요 대비 과부족은 2023년부터 
2037년까지 15년 동안 누적인원 30+∝만 명(최대 37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2.0만 명 수준이 
부족한 셈이다.” 정춘일, “선진형 기술 강군 전략과 군사기술혁명(MTR) 방향,” 「전략연구」 통권 제80호 (2020. 
3.),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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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
간전문가를 위시한 산ㆍ학ㆍ연과의 교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교류와 협
력의 활성화는 인공지능 민군융합생태계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방 인공지능 추
진 사업들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와 성과들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전반의 국
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8) 

3.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개념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란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차원에서 국방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적인 환경
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3대 인프라인 데이
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와 법ㆍ제도, 조직ㆍ인력을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5대 요소라
고 정의하고자 한다.

국방 인공지능 5대 생태계 중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는 국방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국방 자원관리 및 운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9) 왜냐하면, 국방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를 기
반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활용목적에 맞는 AI학습용데이터가 필요하고, AI학습용데이터
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며, 개발된 국방 인공지
능 모델은 실제 무기체계 또는 국방 자원관리 및 운용 분야에 적용하는데 활용되기 때
문이다.

데이터의 양과 질은 결국 무기체계 또는 국방 자원관리 및 운용 분야에 적용할 국방 
인공지능 모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알고리즘
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며, 컴퓨팅 파워는 
비용 대비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어 모델링 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게 된
다. 결국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라는 3대 인프라가 균형 있게 지원될 때 국방 

8) 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 인공지능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0, 12.), pp. 140-142.

9) “학습가능한 양질의 데이터와 고성능 컴퓨팅 및 차별화된 알고리즘 확보가 AI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품
질에 따라 성능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된 규칙과 절차의 모임으로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되고 데이터 학습으로 성능이 지속 향상되므로 차별화된 AI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에 
특화된 알고리즘 확보가 중요하며, 컴퓨팅 파워는 AI서비스 개발의 선결조건인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
서는 고속 병렬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Korea 4.0 실현을 위
한 인공지능(AI) R&D 전략,” (2018. 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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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10)

[그림 3] 국방 인공지능(AI) 생태계

법ㆍ제도 조직ㆍ인력

인공지능

3대 인프라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

인공지능 생태계

법ㆍ제도는 국방 인공지능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관련 업무를 일관성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국방 인공지능생태계 조성
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ㆍ제도에는 국방 인공지능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전문인력 양성 제도, 데이터 관련 법, 획득제도, 보안 관련 규정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직ㆍ인력은 법ㆍ제도를 바탕으로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실제 실행하는데 필요
한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의 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직과 인력으로부터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고 시행되며,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통해 
더욱 그러한 업무가 고도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3대 인프라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와 법ㆍ제도, 조직ㆍ인
력이라는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5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국방 인공지능 발전
을 견인하는 기반이 된다.

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활성화를 위한 3대 자원 지원 전략-데이터, 알로리즘, 컴퓨팅 파워-,” 
(2020. 9. 11.),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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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은 인공지능 3대 인프라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와 
법ㆍ제도, 조직ㆍ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미 국방부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공지능 3대 인프라 분야

   가. 데이터

인공지능 3대 인프라 중 하나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① 국방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②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ㆍ가공하여 AI학습용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국방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가?. ③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ㆍ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④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직ㆍ인력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방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국방부 차원에서
는 2021년 초 기준 국방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을 추진 중인 상황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 데이터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미 국방부의 경우, 미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IT 분야 전략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현대화 전략(DMS, Digital 
Modernization Strategy)11)이 있고, 디지털 현대화 전략의 4대 중심 영역 중 하나로 국방 
인공지능 전략(DoD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이 수립되어 있다.

2020년 9월에 발표된 국방 데이터 전략(DoD Data Strategy)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 인공지능 전략과 함께 디지털 현대화 전략을 지원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면서 미 
국방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 데이터 전략은 국방 인공지능 전략의 필수 조건이
자 인프라인 국방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전반에 관한 추진 전략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방 데이터 전략에는 비전으로 “작전적 우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빠르고 확장성 있게 

11) 미 국방부가 2019년에 발표한 디지털 현대화 전략서(DMS: Digital Modernization Strategy)는 ‘2018 미 국
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전략 목표 중 IT 분야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계획을 수록한 총괄 전략서이다. 디지털 현대화 전략에는 4대 중심 영역으로 
① 사이버안보, ② AI, ③ 클아우드, ④ 지휘ㆍ통제ㆍ통신(C3,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을 
설정하고, 4대 전략 목표로 ① 경쟁적 우위의 혁신, ② 효율성과 개선된 능력의 최적화, ③ 민첩하고 복원력 있
는 방어태세를 위한 사이버보안 개선, ④ 준비된 디지털 인력 양성을 위한 재능 배양을 제시하고 있다. DoD, 
DoD Digital Modernization Strategy, (2019. 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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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중심 조직(data-centric organization) 구축”을 설정하고 있으
며, 3개 초점 영역(Focus Areas)으로 ①합동전장영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전장 우위 달
성, ②데이터에 기반하여 최고결정권자를 지원함으로써 국방 관리(경영) 개선, ③데이터에 
기반하여 모든 계층에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
고 있다. 

[그림 4] 기획문서상 국방 데이터 전략(DoD Data Strategy) 위치

출처 : DoD,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DoD, DoD 
Digital Modernization Strategy, (2019. 7.); DoD, 2018 DoD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2019. 2.); DoD, DoD Data Strategy, (2020. 9.) 참조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원칙 중 하나로 AI학습용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고
품질의 AI학습용데이터에 기반한 장기간의 데이터 경쟁이며, 이러한 고품질의 AI학습용데
이터 세트와 알고리즘 모델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이며, 알고리즘 전쟁의 핵심요소
로 간주하고 있다.12)

12) DoD, DoD Data Strategy, (2020. 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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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I 서비스 제공 절차 및 클라우드ㆍGPU기반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 (2018. 5.), p. 2.

둘째,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ㆍ가공하여 AI학습용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국방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 서비스 
제공 절차는 데이터 획득, 데이터 가공(전처리)을 통해 AI학습용데이터를 만들고, AI학습용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실제 국방분야의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및 GPU13)기반의 고성능컴퓨터를 갖춘 국방 데이터 센터가 필요
한데 현재는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장하는 수준의 국방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방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미구축되어 있으며, 향
후 23년경부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ㆍ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 살
펴보자. 현재 정부 차원의 정보화와 공공데이터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6월
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여 12월 시행된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기본 모법으로하여 전자
정부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의 체계
적 관리 의무와 함께 데이터의 편리한 이용과 개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3) GPU는 Graphic Processing Unit(그래픽 처리장치)으로써 그래픽 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처리장치로 그래픽
카드의 핵심이다. 특히 게임에 입체감을 부여하고자 3D 그래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화면을 보다 현실적
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광원 효과 및 질감 표현 기법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작업들을 CPU 혼자서 처
리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3D 그래픽 연산 전용의 프로세서인 GPU가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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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가 공공데이터 관리 법ㆍ제도 체계

출처 : 아주대학교, “국방 데이터관리체계수립연구,” (2019), p. 8.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그리고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등이 있으나, 국방 인공지능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전처리), 모델 생성을 위한 AI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면서 국방 데이터의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life 
cycle)를 관리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는 실정이고 국방부 차원의 통합된 데이터 관리체
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법ㆍ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방 데이터의 관리와 공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은 국방 데이터 활용 
보다는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어 운용되고 있어서 국방 인공지능 추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근본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직ㆍ인력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보자. 우리군은 국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
며, 국방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것
이 현실이다.

미 국방부의 경우, 미 국방 데이터 전략(DoD Data Strategy)을 참고하여 추정해 보면 미 
국방부 조직에는 국방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관리책임관(CDO: Chief Data Officer)이 국방
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등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 국방부의 데이터관리책
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대의 데이터관리책임관으로 구성되는 데이터관리위원회(CDO 
Council)가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과제를 식별, 우선순위
를 정하고, 대책을 개발하며, 정책과 데이터 표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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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된 규칙과 절차의 모임으로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
되고 데이터 학습으로 성능이 지속 향상되고 있다.15) 차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
해 서비스에 특화된 알고리즘 확보가 중요하다.16)    

알고리즘 측면에서 국방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공유, 피드백 등의 과정을 통한 알고리
즘을 고도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었는가 살펴보자. 군의 무기체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일부 군의 소요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해당 분야에 적용하고 이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개발
된 알고리즘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부설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민간 및 방산 업체 
등에 전파 및 공유되고 있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주도하기에 부족한 분야의 알고리즘 개
발을 위해서는 민간 또는 방산업체의 참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군에 운용되어야 하는 국방 인공지능 분야는 크게 무기체계뿐
만 아니라 인사, 군수, 복지, 의무, 행정 등 국방운영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는 알고리즘의 개발, 공유, 피드백 등 고도화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즉, 국방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에서부터 
적용 및 공유, 고도화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17)

 
  다. 컴퓨팅 파워

컴퓨팅 파워는 데이터가 알고리즘을 통해 원활히 학습될 수 있도록 대규모 연산을 지원하
기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 3대 인프라 중의 한 요소이다. 오늘날에는 GPU 성능이 지속적
으로 향상되고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모델 개발의 진입 장벽

14) DoD, DoD Data Strategy, (2020. 9.), p. 10.

15) 알렉스넷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 인식을 위한 딥러닝 방법의 기본을 제시한 혁신적인 알고리즘으로 이
미지 오류율이 2010년 28%였으나, 2012년 알렉스넷 알고리즘을 통해 10% 수준 개선하였으며, 정확도가 지속
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부터 사람의 인지수준(약 5%)을 능가하게 되었고 2017년 기준 이미지 오류율은 2.3%
로 개선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활성화를 위한 3대 자원 지원 전략-데이터, 알고리즘, 컴퓨
팅 파워-,” (2020. 9. 11.), p. 2.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 (2018. 5.), p. 4.

17) 민간의 AI 알고리즘 및 모델연구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알고리즘 연구 분야(AI core)와 실제 산업에 모델을 적용하
며 모델을 조정(AI+X)하는 분야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AI core 분야는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초
기 가중치 설정, 연산량 최적화 등 알고리즘 방법)하는 등 알고리즘 성능향상에 초점을 두며, AI+X 분야는 주로 AI core 
연구를 통해 생산된 모델을 미세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모델을 보완하게 된다.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 최신 
모델이 발표되면, 실 산업에 적용해보고 미흡한 점은 피드백되어 새로운 알고리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최신 알고리즘 및 모델,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코드 등을 공유하며, AI 성능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활성화를 위한 3대 자원 지원 전략-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2020. 9. 11.),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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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지고 있다. 
컴퓨팅 파워 성능은 2012년 이전까지는 2년에 2배씩 증가하던 컴퓨팅 성능이 2012년 

이후 3.4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18), 컴퓨팅 자원의 자체 구축이 어려울 경우 클
라우드 기업의 GPU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현재까지 국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컴퓨팅 자원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국방 데이터 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2. 법ㆍ제도 분야

국방 인공지능 정책의 지속성 유지와 국방 인공지능을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적용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법ㆍ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ㆍ제도가 정비되
면 정기적으로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 전담조직 및 기관 설치, 그리고 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 추진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분야에서는 ①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되는 최상위 법률이 존재하는가?, ② 국방 인공지능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
계19)에 적용하기 위한 획득제도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③ 국방보안업무훈련 상 보안규정은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④ 국방 인공지능 발전에 필요한 
AI학습용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는 정비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네 번째 국방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사항은 데이터 분야에서 먼저 살펴보았으므
로 여기에서 생략한다.

첫째,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추진하는데 근거가 되는 최상위 벌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에서는 2020년 6월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인공지
능 시대의 기본법으로서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하여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방 분
야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
지만, 이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최상위 근거 법
률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방 인공지능 업무 발전을 위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국방 인공지능 업무

18) Stanford University, “AI Index 2019.” (2020).

19) 방위사업법 제3조에서 무기체계는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비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전력지원체계
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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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추동력을 제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 인공지능을 신속 적용하기 위한 조직 구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것이
고, 이는 결국 국방 인공지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방 인공지능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획득제도가 제대로 되
어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국방 연구개발의 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경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요제기로부터 획득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7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단계별 의사결정 시스템이 경직되어 운영되다 
보니 매 단계가 끝나는 시점마다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수년간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
어 결국 전력화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20)

현행 획득체계는 사업의 완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관련 
기관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각각의 업무분장과 업무 간 상호 연계체계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현재의 획득체계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는 효과가 있
을 수 있으나, 획득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즉, 현행 획득체계는 하나의 
표준 절차를 정립, 규정화하여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별 특
성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 유형의 사업에는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
지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 획득이 요구될 경우 유연성이 부족하여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21)

[그림 7] 국방 연구개발 표준 절차

출처 : 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 인공지능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0.12.), p.106.

20) 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 인공지능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0. 12.), p. 106.

21) 김재환, “무기체계 신속획득 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정책연구보고서(2020),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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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방 연구개발 및 획득제도의 경직성과 장기성이라는 문제점은 민간부분이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국방 인공지능 사
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더욱 큰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월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민간의 신기술
을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여 소요군에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도입
하였다.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제도에서 합참이 시험평가를 주관하는 것과 다르게 신속시범
획득사업에서는 시범운용 물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면, 소요군이 주관하여 시범적으로 운
용하고 군에서 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제품의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22)

그러나 이 절차는 민수 분야에서 상용화되었거나, 상용 가능성이 높은 구매품 위주로 진행 
중이어서 연구개발 사업에는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고
려하여 개발단계를 최소화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
선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신속획
득법령(OTA: Other Transactional Acquisition)을 정비하였으며, 이 법령은 기존 10~15
년 이상이 소요되는 무기획득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기존의 무기획득시스템(PPBEE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ystem) 외에 무기신속획득절차(MTA: Middle Tier 
Acquisition)를 신설하여 비교적 단기간(2~5년)내 민간기업이 국방부와 무기개발 계약을 
통해 시제품(prototype)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험평가 후 군 납품(후속양산)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혁신하였다.23)

22) 김재환, “무기체계 신속획득 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정책연구보고서(2020), pp. 12-13.

23) 미 국방부는 2020년 1월 ‘The Operation of the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DoD Instruction 
5000.2)을 발효하여 기존의 진부한 무기획득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응형 획득 프레임(AAF: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은 무기획득절차의 새로운 틀(The New Framework)로서 무기신속획
득절차(Middle Tier Acquisition)를 포함하여 긴급전력 획득(Urgent Capability Acquisition), 소프트웨
어 획득(Software Acquisition), 서비스 획득(Acquisition of Services) 등 6개 획득절차로 구분하여 시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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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무기신속획득사업의 형태별 주요 내용

   출처 : www.acqnotes.com/acqnote/acquisitions/middle-tier-acquistions; DoD, Other Transactions 

Guide, 2018.11. appendix C 참조. 

무기신속획득절차(MTA)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제품 개발 중심의 신속 시제품 
개발(rapid prototyping)과 기존 무기의 성능개량을 위한 신속 전력화(rapid fielding) 그
리고 최근 포함된 신속 연구개발(rapid research)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군 합참과 
소요군은 무기개발사업 형태에 따라 기존 무기획득시스템(PPBEES) 또는 무기신속획득절차
(MTA) 중 보다 유리한 획득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무기개
발과 성능개량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국방보안업무훈련 상 보안규정은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21조 및 제216조에  외주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절차가 수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하고 있어서 현
장의 연구자들이 국방 분야의 연구 자체를 꺼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연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미비한 상태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적용 확산에 장애가 되는 가정 근본적인 보안규정의 규제 사항은 
연구 및 학습,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방 개발사업 계약 
특성상 개발 이후 산출물 및 데이터는 모두 정부 소유로 귀속되어 반납 또는 폐기하게 되어
있어서 향후 프로젝트에 선행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선 활용이 불가한 상태
이다. 특히 국방 개발사업 중에도 표적식별 등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발해야 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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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급 이상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 규정 내에서 알고리즘 개발 시에 데이터 전처리 
등 여러 작업이 필요로 하지만 보안상 수행이 불가하여 향후 국방 인공지능 모델의 고품질 
개발이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조직ㆍ인력 분야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실제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
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첫째,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인공지능 조직 및 인력이 구비되어 
있는가?, 둘째,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교육 
체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인공지능 조직 및 인력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인공지능 확산 및 적용을 위한 국방부 중심의 국방 인공지능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는 컨트
로롤타워 및 전담조직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 
한시조직인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 구성되어 인공지능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추진 
중이나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중심의 상시 조직과 담당 인력이 필요
한 실적이다.

국방부 조직을 살펴보면 정보화기획관실 내 정보체계융합담관실에 인공지능정책 담당 1
명, 정보통신기술정책담관실에 인공지능 관련 조직/인력담당 및 국방데이터센터 업무를 담
당하는 인원 각 1명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 국방부 중심으로 한 국방 인공지능을 주도
할 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인공지능 관련 조직과 전담인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국방부의 스마
트 국방혁신 추진단 내에 참여하는 일부 인력들이 필요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
다. 합참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패러다임 변환 시대에 걸맞게 한국형 인공지능 군사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합참 차원의 인공지능 소요기획과 개념연구 조직과 전문인력 충
원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육군은 2019년 1월 1일부로 교육사령부 예하에 인공지능연구발전처를 창설하였으며, 인
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미래 작전개념 발전과 인공지능을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발전계획 수립과 소요창출 하는 등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을 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군 및 공군은 조직 및 편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수 
인원이 고유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공지능 발
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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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 내 인공지능 최
고 책임자로 차관보급인 최고정보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을 지명하고, 
2018년 7월 27일 합동인공지능센터(JAIC: 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를 설립
하였다. 영국 「제인국제방산리뷰(JIDR)」 2020년 2월호에서 기술된 JAIC 비전, 목표와 수
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JAIC는 “인공지능 적용을 통해 미 국방부를 변화시킨다(trans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through AI)”라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목표로는 인공
지능 핵심기술 식별을 위한 국방정책, 지도부 인식 수준, 각 군에 적용 방법 그리고 기존 
장비 및 무기체계와의 보완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8] JAIC의 AI 적용과 통합 대상 영역

출처 : JAIC 홈페이지 https://www.ai.mil/about.html 

JAIC의 7대 수행업무는 ① C4IR에 AI 핵심기술을 적용하고, ② 국방부에 적용할 범위를 
선정하며, ③ 악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책 강구, ④ AI 채택의 공동기반체계 구축, ⑤ 
방위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십국 간 협력체계 구축, ⑥ AI 전문인력 
양성, ⑦ AI 채택에 따른 윤리와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특히 JAIC는 데이터 라벨, 
분류 알고리즘 개발, 체계통합 등과 같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AI-related technology)을 
미군의 작전과 전술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전투능력(AI-CCC: AI 

24) 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 인공지능 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0. 12.), pp 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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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c Combat Capability)’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25) JAIC는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 중
심의 전투능력’ 극대화를 목표로 인공지능의 적용과 통합에 주력해야 하는 대상 영역을 [그
림 8]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내 JAIC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
하고, 중복투자 방지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 국방부 예하 합참과 각 군
에도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교육 체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 교육 일
환으로 국방분야 인공지능 교육사업 2건은 국방 오픈 소스 아카데미와 국방 AI 아카데미26)

가 있는데 교육대상이 모두 병영의 장병 위주로 되어있다. 국방산업혁신 인공지능 역량강화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국방산업 분야 인공지능 융합 적용 및 발전을 
위해 국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사업으로 국방부와 각 군의 인공지능 정책과 
실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국방부와 각 군 차원에서 인공지능 추진과 확산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업무 담당 전
문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부재하다. 타 부처 예산
이 아닌 국방부의 자체 예산편성과 아울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 의회는 2020 국방수권법에서 미 국방부에 인공지능 교육전
략의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였고, 미 국방부는 2020년 9월 “2020 국방 인공지능 교육전략
(2020 Department of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trategy)”을 수립하
고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방 인공지능 교육전략에는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일정, 자원투입 등의 종합적인 계
획수립(planning)과 우선적인 시범사업 시행(piloting), 그리고 그 결과 분석을 반영한 전
면적 확대 추진(scaling)의 단계별 로드맵과 함께 4대 핵심 교육 대상군을 선정하여 이들에
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한다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4대 핵심 교육 대상군은 ① 광범위한 변화를 가속화하며 각 조직 내에서 인공지능 적용을 

25) Jane's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February, 2020, p. 6.

26) 국방 오픈 소스 아카데미는 군 복무기간 동안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방부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군 장병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방 AI 아카데미는 국방 오픈 소스 아카데미 사업과 함께 2020년 하반기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
로 추경예산으로 군 장병과 국방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이다. 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 인공지능 발전
계획 수립 연구,” (2020. 12.),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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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시킬 수 있는 중견 리더 대상의 인식전환 교육, ②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적용에 가
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여러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획득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duct Team) 인력 대상 교육, ③ 각 분야별 AI의 적용 방안과 툴을 모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자, 사이버, IT 관련 디지털 인력 대상 교육, ④ 각 조직에 인공지능 
준비역량을 배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인력 대상 교육 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 함께 
이들에 대한 자격 부여와 추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 인공지능 교육전략에는 4대 핵심 교육 대상군을 포함하여 전체 국방부 인력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 유형(Archetype)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교육대상과 인
공지능 분야에서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표 2〉 AI 인력 유형별 교육대상과 역할

유형(Archetype) 교육대상 AI 분야에서 역할

AI 선도(Lead AI)

정책 담당

정책과 교리 등을 결정하고 AI 비전과 계획을 수립지휘관

기관/조직 리더

AI 추진(drive AI)

획득 관리자

적절한 AI 개발도구와 능력을 개발하여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할

소요 관리자

기술 관리자

생산 관리자

AI 개발(Create AI)

AI연구원

현재와 미래의 소요를 충족하는 AI도구 개발

AI/ML엔지니어

시험평가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데이터엔지니어

AI 적용(Embed AI) 기술자
AI를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전술단(technical -edge)의 

지원 제공

AI 촉진(Facilitate AI)

생산기업 소유주
사용자에 적합한 AI도구가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사용자를 

대변
UI/UX(국방혁신단)

기타 기술전문가

AI 활용(Employ AI)

작전

AI 도구의 최종 사용자로서 요구에 대한 피드백  제공

정보

군수&운영유지

의무

지원

출처 : DoD, 2020 DoD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trategy, (2020. 9.), pp. 7-8. 

인공지능 교육과정 설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 기본개념부터 AI 가능화까지 
총 8가지의 AI 역량(competencies)으로 구분하고,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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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유형(Archetype)별로 총 8가지의 AI 역량에 대해 요구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는 2020년 말부터 기획, 시범사업을 거쳐 2~3년 내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표 3〉 AI 역량(competencies)

출처 : DoD, 2020 DoD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trategy, (2020. 9.), p. 8.

 
[그림 9] AI 인력 유형별 요구되는 AI 역량 수준

출처 : DoD, 2020 DoD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trategy, (2020. 9.), p. 9.

AI
역량
유형

① 기본개념 ②
AI 적용
기회/리스크

③
데이터 관리
데이터 시각화

④ 책임성있는 AI

기능
 AI 이해
 AI 적용
 AI 개념 발전

 트렌드 식별
 리스크 식별

 데이터 관리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준비

 윤리적, 합법적 운영

AI
역량
유형

⑤ 인프라, 코딩, SW 개발 ⑥
수학, 통계학,
데이터과학

⑦ AI 배치 ⑧ AI 가능화

기능

 프로그래밍, 스크립팅
 SW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운영
 컴퓨팅
 AI 테스팅
 DevSecOps
 AI프레임워크

 분석 수행
 산출물 개발관리
 AI 배치 감독
 AI 전략 선도

 사용자중심 설계
 지재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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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결과 종합

국방 인공지능 분야의 생태계 진단결과를 종합해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공지
능 3대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의 진단결과는 데이터 분야에서 국방 
인공지능을 위한 국방 데이터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AI학습용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
는 국방 데이터 센터 또한 미구비되어있는 실정이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ㆍ제도와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계도 정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서부터 적용 및 공유, 고도화에 이르
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고,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국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컴퓨팅 자원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

〈표 4〉 국방 인공지능 3대 인프라 진단결과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 국방 데이터 전략 부재

∙ 국방 데이터 센터 미구축

∙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   

교육체계 미정비

∙ 알고리즘 개발, 적용,  공유, 

고도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 컴퓨팅 파워 미구축

법ㆍ제도 분야에서의 진단결과는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최상위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방 인공지능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획득제도도 2020년 1월 신속
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이 제한되는 등 한계가 있
는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국방보안업무훈령 상 보안규정은 인공지능 연구 및 학
습,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에 지장을 주고 있다.

조직ㆍ인력 분야에서의 진단결과는 육군을 제외하고는 국방부, 합참, 공군과 해군은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국방부 차원의 
국방 인공지능 업무를 총괄 조정ㆍ통제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
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교육 체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군 장병들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실제 인공지능 업무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과 교
육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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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방향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을 바탕으로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내에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방 인공지능 센터(DAIC) 구성과 예하 조직 정비

국방부장관 예하에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방 인공지능 센터(DAIC: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를 구성하고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산ㆍ학ㆍ연 관계자, 방산업체, 군사
안보지원사령부 등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국방 인공지능 자문
단을 구성해서 국방 인공지능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10] 국방 인공지능 센터(DAIC)

국방부 장관

국방 인공지능 센터

(DAIC)

3대 인프라 분과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법ㆍ제도 분과 조직ㆍ인력 분과

국방 인공지능 자문단

국방 AI 적용ㆍ발전 분과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국방운영 분야)
AI 협력 분과

국방 인공지능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3대 인프라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분과, 법ㆍ제도 분과, 조직ㆍ인력 분과와 아울러 실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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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및 국방운영 분야에 적용 및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AI 
적용ㆍ발전 분과, 국방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해 대외 및 국제 협력, 그리고 세미나 개최 
등을 주관할 AI 협력 분과를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의 국방 인공지능 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합참, 각 군, 국직부대 등에도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방 인
공지능 발전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3개 분과(3대 인프라 분과, 법ㆍ제도 분과, 조직ㆍ
인력 분과)를 중심으로 국방 인공지능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으로부터 향후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방 인공지능 적용ㆍ발전 분과에서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국방운영 분야별로 진
행되고 있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으로부터 인공지능을 적용 및 발전시켜야 할 분야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뒤 국방 인공지
능 발전업무 과제에 관한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단기, 중기 및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ㆍ통제해야 한다.

인공지능 협력 분과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에 있어서 대외 및 국제적으로 산ㆍ학
ㆍ연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며,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
을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세
미나 및 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국방 인공지능 전략 및 국방 데이터 전략 수립

국방 인공지능 센터(DAIC)가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국방전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 
인공지능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국방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여 국방
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이 국방 인공지능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을 제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국방 인공지능 센터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으로부터 인공지능을 적용
해야 할 분야를 제출받아서 국방 인공지능 발전 로드맵(Road Map)을 그려야 하고, 우선순
위와 중요도, 편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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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공지능이 국방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천 데이터로

부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AI학습용데이터를 생성하여 기계학습을 통해 AI 모델이 생성되고 
이를 국방의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되는 절차가 수행된다.

[그림 11] 인공지능이 국방의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되는 절차 

데이터
AI학습용

데이터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AI 모델

생성

국방의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국방운영 분야)

➡ ➡
➡ ➡

국방의 어떠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의 활용목적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목적에 대한 정의로부터 어떠
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국방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그 성능은 수집된 데이터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 진행 간 여러 인공지능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인공지능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를 정의해야 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AI 모델 
생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와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의 다양한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한 AI 모델 생성에 필요한 AI학
습용데이터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의 60~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점을 고려시 
국방 데이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미래전은 사람 중심의 전투에서 유ㆍ무인 복합전투로 더 나아가 무인 무기체계에 의한 로
봇이 전투를 수행하는 양상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미래전은 전투 로
봇에 탑재된 AI 알고리즘 전쟁이라 볼 수 있으며, 만약 그 성능이 동일한 AI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된 무기체계라면 그 승패는 결국 데이터의 질과 양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게 된다
는 것이다. 국방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어서는 AI학습용데이터의 생산, 적용, 공유 및 고도화
를 위한 국방 데이터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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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 및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ㆍ가공, AI 
모델 생성 및 서비스를 위한 HW(hardware) 등 개발환경을 갖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중 
3대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구비한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DAIIC: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를 조기에 구축하여 국방의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및 서비스하기 위한 AI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12]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 및 데이터 센터 구축 개념도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가공, AI 모델 생성/

서비스 위한 HW 등 개발환경 구축)

데이터 센터

국방부 합참 육ㆍ해ㆍ공군 국직부대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 예하에는 국방부, 합참, 육ㆍ해ㆍ공군 및 국직부대별로 인공지능
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 AI학습용데이터로 가공, 공유 및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
를 구축 및 운영토록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 및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운용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 분야 데이터의 특성상 다수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시 데이터 접근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내 전문인력과 계약에 의한 전문인력을 투입
하여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게 되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데이터 관리 조직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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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데이터관리책임관(CDO)을 편성해야 하고, 국방부 데이터관리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
고, 각 부대의 데이터관리책임관을 위원으로 하는 데이터관리위원회(CDO Council) 운영하
여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관련 과제를 식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책을 
개발하며, 정책과 데이터 표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4. 법ㆍ제도 정비 및 국방 인공지능 교육 추진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위한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저
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국방 인공지능 센터(DAIC) 예하 법ㆍ제도 분과
에 ‘국방 인공지능 법ㆍ제도 정비단’을 발족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림 13]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한 분야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근거법령 제정

    

    

    법ㆍ제도

  정비 분야

AI 신속 적용을 위한

획득제도 개선
AI 학습용 데이터 접근ㆍ활용을

위한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국방 인공지능 법ㆍ제도 정비단에서는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정한 국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연계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 인공지능 발전
을 위한 근거법령으로 기존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방지능정보화법’으로 전면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전략자산인 국방 데이터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국
방 데이터의 전 수명주기(생성, 수집, 저장, 관리, 폐기) 관리, 제공, 활용 등의 데이터 관리 
절차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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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시화, 표준화, 품질관리, 분석 및 예측 등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획득제도 절차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2020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2021년 3월 경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획득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 및 보완ㆍ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방보안업무훈령은 외부로부터 국방 관련 비밀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데, 이제는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국방 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과 활용이 가능토록 개
정이 되어야 한다. 연구 자문을 위해 만났던 노영만 KAIST 교수는 국방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에 대해 “의료 인공지능 개발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필요한 의료 관련 데이터
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방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한데 국
가의 존망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보안 때문에 국방 데이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방 인공지능 교육 추진은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 교육 전략(DoD AI Education Strategy)
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국방 인공지능 교육은 미 국방부의 교육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 선도, 
추진, 개발, 적용, 촉진, 활용 그룹별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ㆍ내외 위탁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추진 
함으로써 미래 국방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들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논문은 군사 선진강국들이 미래전 대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군대로 군사혁신
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진단하고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는 국방부, 합참, 각 군 차원에서 국방 인공지능을 원활하게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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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5대 요소로 인공지능 3대 인프라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와 
법ㆍ제도, 조직ㆍ인력으로 정의하였다.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결과, 첫째, 데이터 측면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국
방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 중인 상황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 데이터 전략이 수립되
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ㆍ가공하여 AI학습용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국방 데이터 센터가 미구축되어 있고, 데이터 전 수명주기(life cycle)를 관리하
는데 근거가 되는 법ㆍ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국방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도 구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공유, 피드백 등의 과정을 통한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국방부 차원에서 무기체
계 및 국방운영 분야에 필요한 알고리즘 개발 소요를 바탕으로 이를 개발, 공유, 피드백 등 
고도화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는 국방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이 미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구축을 진
행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법ㆍ제도 측면에서는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에 염두를 두고 제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최상
위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획득제도 측면에서도 방위사업청에서 신속
시범획득사업을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여 개
발단계를 최소화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군사보안업무훈령도 데이터 보호에 초점을 두다 보니 데이터 개방과 공유, 고도화 
수행에 보안상 걸림돌로 인해 국방 인공지능 개발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
하다.

다섯째, 조직ㆍ인력 측면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확산 및 적용을 위한 국방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 및 전담조직 부재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다. 육군을 제외하고는 국방 
인공지능 관련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방부와 각 군 차원에서 인공
지능 추진과 확산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업무 담당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교육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군의 국방 인공지능 생태계 진단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국방 인공지능 생태
계 구축 방향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방부장관 예하에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
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방 인공지능 센터 구성과 합참, 각 군, 국직부대의 인공지능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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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추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국방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
하고, 이에 따른 국방 인공지능 발전 로드맵(Road Map)을 그려서 단기, 중기 및 장기과제
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은 그 원천 데이터
의 질과 양에 의해 그 성능이 좌우되므로 국방 데이터 전략도 수립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시설구축으로 국방부 차원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
능 3대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갖춘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를 만들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국방 인공지능 통합센터 예하에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별 AI학습용데이터를 가공, 공유 및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ㆍ제도 분야에서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법령으로 ‘국방지능정
보화법’ 제정을 추진해야 하고, 이와 함께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전략자산인 국방 데이
터 관리에 관한 법령도 제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획득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 및 보완ㆍ개선도 필요하다. 국방보안업
무훈령도 국방 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과 활용이 가능토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 국방 인공
지능 교육 추진은 미 국방부 인공지능 교육전략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인공지능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군도 미래에 다가올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전쟁에 대비해 국방 인공지능 분야에 있
어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 인공지능 전략과 발전 로드맵
에 따라 체계적으로 무기체계 및 국방운영 분야에 있어서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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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Building

Dusan Ju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t Robot 

Keywords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is a hardware and software environment 
necessary to allow smooth pursue a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5 main Factors of 
AI ecosystem can be defined as data, algorithm, computing power, law ‧ Regulation, 
organization ‧ human Resources. 

After making diagnosis on Korean military’s AI ecosystem, First, there are no plan or 
strategy about defense data on data perspective, no defense data center has been 
constructed, no law or regulation and experts specialized for data life cycle. Second, 
defense ministry did not form management system which develops, shares, and 
sophisticates algorithm. Third, computing power which is necessary for developing 
defense AI model is not present in military. Fourth, the law which specifies the 
development of the AI is currently absent, and acquisition policy and military security 
anweisung need to be improved and revised. Fifth, there are no control tower or 
department focused on defense AI development under defense ministry, and there are no 
budget or education curriculum to train experts.

To set up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in the direction of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first, we should organize the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which 
supervises and coordinates development work of defense AI centered 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organize the AI organization i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each 
branch of the military. Second, the defense AI center should play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defense AI strategy and defense data strategy. Third, We 
should construct ‘defense AI integration center’ and ‘data centers’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each branch of the military and every subordinate 
unit under MND to develop the defense AI model. Fourth, we should maintain 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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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by enacting ‘Defense Intelligence Information Act’, improving acquisition systems, 
and modifying ‘military security anweisung’ as well as develop defense AI education 
programs suiting our situation by referring to the US DoD AI educ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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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조직들은 복잡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직의 효과적 기능에 기초가 되는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리더의 능력과 자질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실제 조직에 보편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미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의 역동성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실증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및 창의성 간의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리더능력을 

경계조건으로 보고 이를 실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군 조직에 종사하는 간부 163쌍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리더능력이 높을 때 권위주의적 리더십-과업성과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나타났지만, 

권위주의적 리더십-창의성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리더능력이 낮을 경우 권위

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부적관계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능력있는 리더의 위계적인 관리가 구성원의 과업성과는 높일 수 있지만 창의성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밝혔다. 반면 능력없는 리더의 위계적인 관리는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창의성을 감소시킨

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보다 역동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어떤 경계조건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말미에는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권위주의적 리더십, 과업성과, 창의성, 리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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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의 조직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생존,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조직 성과 및 성공의 토대가 되는 구성원의 역할 내 행동
인 과업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식과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적용되어 
왔다. 과업성과는 공식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조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직은 계량
화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요구하게 된다.1) 이처
럼 과업성과는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이다.2) 아울러 변화무쌍한 환
경 가운데 조직은 성과 극대화 및 성장을 위해 경쟁우위 확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변화와 혁신은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고, 구성원의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
해 다양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조직 또한 이와 무관할 수 없다. 특히 군의 기본 임무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과업 
완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구성원의 창의성은 불확실한 전장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구성원의 과업성과 증진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리더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3) 그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
의성에 미치는 리더십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왔고,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의 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조직에는 다양한 형태의 리더가 존재한다.4) 그 중에서도 조직의 위계적 
특성이 반영된 권위주의적인 리더는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유형이다. 특히 군 및 공공기
관은 합법적으로 위계와 서열을 강조하며 리더의 권위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이다.5) 그
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찾기 힘들다. 또한 소
수의 선행연구들도 다른 증거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선행연구들은 권위주의적 

1) 박정원⋅손승연. 상호작용 공정성이 창의성과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연구』 제8권 제2호(2017), pp. 
5-32.

2) Hitt, M. A. “The new frontier: Transformation of management for the new millennium.” 
Organizational Dynamics Vol. 68(2000), pp. 7-17.

3) Yukl, G. Leadership in Organizations(8th ed.)(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2012).

4) Conger, J. A. “The dark side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Vol. 19(1990), pp. 44-55.

5) 김동현⋅손승연.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리더십연구』 제11권 제3호(2020), pp. 
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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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6)7) 즉, 권위주의적인 리더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
위와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확고하게 하며, 부하들의 복종을 강조한다는 것이다.8) 이로 인
해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성과 간의 부적 관계를 주장하였다.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권위주
의적 리더십과 성과 간의 관계가 무관하거나,9) 부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10) 오히려 
리더가 적정 수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 구성원의 성과가 증진됨을 보여주었다.11) 
이로 보건대,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 특히 조직성과의 기초가 되는 과업성과 및 경쟁우
위의 원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잡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리
더십과 과업성과 및 창의성 간의 관계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및 창
의성 간의 관계가 일관된다고 보는 기존의 가정을 확장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긍정 또
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계조건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2)13) 이 과정에서 암묵적 
리더십 이론(Implicit Leadership Theory)14)에 기반하여 리더능력의 조절역할을 확인하

6) Wu, M., Huang, X., & Chan, S. C. “The influencing mechanisms of paternalistic leadership in 
Mainland China.”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Vol. 18(2012), pp. 631-648.

7) Zhang, A. Y., Tsui, A. S., & Wang, D. X. “Leadership behaviors and group creativity in Chinese 
organizations: The role of group processes.”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22(2011), pp. 
851-862.

8) Cheng, B. S., Chou, L. F., Wu, T. Y., Huang, M. P., & Farh, J. L. “Paternalistic leadership and 
subordinate responses: Establishing a leadership model in Chinese organizatio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7(2004), pp. 89-117.

9) Chen, X. P., Eberly, M. B., Chiang, T. J., Farh, J. L., & Cheng, B. S. “Affective trust in Chinese 
leaders: Linking paternalistic leadership to employee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Vol. 
40(2014), pp. 796-819.

10) Huang, X., Xu, E., Chiu, W., Lam, C., & Farh, J. L. “When authoritarian leaders outperform 
transformational leaders: Firm performance in a harsh economic environment.” Academy of 
Management Discoveries Vol. 1(2015), pp. 180-200.

11) Gu, Q., Hempel, P. S., & Yu, M. “Tough love and creativity: How authoritarian leadership 
tempered by benevolence or morality influences employee creativity.”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Vol. 31(2020), pp. 305-324.

12) Eden, D., & Leviatan, U. “Implicit leadership theory as a determinant of the factor structure 
underlying supervisory behavior sca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0(1975), pp. 736- 
741.

13) Tian, Q., & Sanchez, J. I. “Does paternalistic leadership promote innovative behavior? The 
interaction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benevole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47(2017), pp. 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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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특정 영역 내에서 리더가 영향력을 갖도록 해주는 일련의 기술과 역량으로 정의
되는 리더능력15)은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속성을 지닌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해석되고 받아
들여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리더가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순기능이 강화되는 반면, 리더능력이 떨어지면 역기능이 부각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관계가 불변하지 않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리더능력이 중요한 경계조건이 될 수 있음을 밝
힘으로써 변수간 관계에 대한 지식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직적인 속성으로 인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 역기능을 줄이는 반면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더십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인적자원관리 상 실무적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권위주의적 리더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직은 위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에 따라 상급자는 하급자보다 
더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급자의 행동을 강제하고 보상 및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조직의 구조적 특성 및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권위
주의적인 리더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Authoritarian 
Leadership)이란 부하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통제력을 발휘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
하는 리더행동을 말한다.16) 이는 권위주의적인 성격 유형의 하나인 우익 권위주의 성행17)

과는 차이가 있다. 권위주의 리더들은 부하들이 엄격하고 중앙집권화된 계층구조를 받아
들이고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화되기를 기대한다.18) Fath & Cheng(2000)의 연구에 따

14) Salancik, G. R., & Pfeffer, J.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job attitudes and 
task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3(1978), pp. 224-253.

15)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0(1995), pp. 709 –734.

16) Farh, J. L., & Cheng, B. S. “A cultural analysis of paternalistic leadership in Chinese 
organizations.” in J. T. Li, A. S. Tsui, and E. Weldon (eds.),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in the 
Chinese context(London, Macmillan Press, 2000), pp. 84-127.

17) Altemeyer, B. Right-wing Authoritarianism(University of Manitoba Press, 1981).

18) Redding, S. G.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Berlin: Walter de Gruyt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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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권위주의 리더십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19) 첫째, 권위주의적 리더는 부하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복종하게 만든다. 그에 따라 직원들과 상대적으로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으며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선호한다. 둘째, 권위주의적인 리더는 
부하직원의 제안과 기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리더들은 성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실패를 부하 탓으로 돌리기 쉽다. 셋째, 권위주의적 리더는 리더 자신
의 존엄성에 매우 집중하고 항상 자신감을 표현한다. 넷째, 권위주의적 리더는 부하가 조직 
내에서 늘상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을 요구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권위
주의적 리더십의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였다.20)21) 하지만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가 부정
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으며, 특히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2.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및 창의성

 직무성과란 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잘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자, 조직의 전반적 성
과에 기초가 되는 지표이다. 그 중에서도 과업성과는 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을 해결하기 위
해 규정된 활동을 하거나, 핵심적 기능에 요구되는 재료 또는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함
으로써 조직 유효성에 유익이 되는 활동의 수행을 말한다.22) 그에 따라 구성원의 기본적인 
임무완수를 독려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며, 리더십은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창의성은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발현되는 상품, 서비스,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생산을 의미한다.23) 이는 조직에 유익한 재량적 행동의 하나
로,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과업성과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로 인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리더십
은 지속적인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조직의 일상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유형으로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19) Fath & Cheng(2000), pp. 84-127.

20) Duan, J., Bao, C., Huang, C., & Brinsfield, C. T.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employee silence 
in china.” Journal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Vol. 24(2018), pp. 62-80.

21) Pellegrini, E. K., & Scandura, T. A. “Paternalistic leadership: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Vol. 34(2008), pp. 566-593.

22) 김천석‧유태용. 정서지능, 인지능력, 성격의 구성개념간 변별성과 정서지능의 과업수행, 맥락수행, 적응수행에 
대한 증분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18권 제2호(2005), pp. 271-298.

23) Amabile(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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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부하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리고, 하향식 의사
소통 스타일을 채택한다.24) 또한 리더의 명령과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며, 부
하들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을 때 강하게 질책한다. 이런 리더의 강압적인 관리방식은 부
하들과 심리적 거리를 만들며, 리더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야기한다.25) 즉, 통제에 기반
을 둔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인해 두려움과 경계의 풍토가 조성되고,26) 부하들은 처벌을 피
하기 위해서 상사에게 순응하려 할 것이다.27) 그에 따라 연구자들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조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를 줄일 수 있으며, 부하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28) 
이러한 주장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부정적이라는 일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9) 하지만, 다
른 부류의 연구자들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단순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30)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31) 어떤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
가 무관하게 나타났다.32)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의 관계에 존
재하는 경계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렇게 일방향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

다. 예를 들어, 적정 수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된

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의 흥미를 자아낸다.3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

의성과의 관계를 달리하는 경계조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구성원

들이 리더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조절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4) Fath & Cheng(2000), pp. 84-127.

25) Guo, L., Decoster, S., Babalola, M. T., De Schutter, L., Garba, O. A., & Riisla, K.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employee creativity: The moder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mediating role of fear and defensive sile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92(2018), pp. 
219-230.

26) Pellegrini & Scandura(2008), pp. 566-593.

27) Aycan, Z. Paternalism: In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Boston, MA: Springer, 2006), pp. 
445-466.

28) Mumford, M. D., Scott, G. M., Gaddis, B., & Strange, J. M. “Leading creative people: 
Orchestrating expertise and relationships.”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2002), pp. 705-750.

29) Zhang et al.(2011), pp. 851-862.

30) Tian & Sanchez(2017), pp. 235-246.

31) Wang, H., & Guan, B. "The positive effect of authoritarian leadership on employee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power distance." Frontiers in Psychology  Vol. 9(2018), pp. 357.

32) Chen et al.(2014), pp. 796-819.

33) Gu et al.(2020), pp. 3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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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능력의 조절효과

리더의 능력은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적 역할 및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요

한 요소이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34) 부하들은 자신의 리더가 능력이 있는지 없

는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다. 학자들에 의하면 리더능력이 구성원이 업무에 기울이게 될 

노력의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능력있는 리더는 4가지 전략을 통해 구성원의 업무 노

력 및 성과를 자극한다. 먼저 능력 있는 리더는 의사소통 방식의 중요성을 안다. 그에 따라 

업무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하고 반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의 몰입을 유발한다. 둘

째, 능력 있는 리더는 의식적으로 그들의 행동이나 방향, 소통에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구성원들이 리더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셋째, 능력 있는 리더는 구성원들에 

대한 각별한 연민을 표현하며,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은 조

직의 목표, 일상 업무, 또는 특별한 과제를 그들의 목표와 잘 연계시키는 리더를 능력이 있

다고 인식하고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Mayer, Davis, & Schoorman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특정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지도록 해주는 특성, 기술, 역량의 집합체를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35) 적용 영역의 구체성 및 구성요인들의 복합성이라는 차별적 특

성으로 인해 능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뜻하는 역량 및 전문성과

는 다르다고 보았다.36) 비록 연구자들마다 리더능력에 대한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리더능력이 리더십 발휘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리더능력의 정도가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 및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윗사람이 능력이 있을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의 윗사람을 이상적인 리더로 여길 수 있다. 
암묵적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효과적이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리더상에 대한 
신념이 있다.37) 그런 신념은 리더십 역할 경험, 리더십 관련 연구 및 교육, 사회생활 등을 
통해 형성된다.38)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효과적인 리더라는 통념 속에는 업
무 및 관리적 역할에 대해 전문성이 뛰어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능력

34) Connelly, M. S., Gilbert, J. A., Zacaaro, S. J., Threlfall, K. V., Marks, M. A., & Mumford, M. D.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leadership and knowledge to leader performance.”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1(2000), pp. 65-86.

35) Mayer & Schoorman(1995), pp. 709 -734.

36) McAllister, D. J. “Affected-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8(1995), pp. 24-59.

37) Eden & Leviatan(1975), pp. 736-741.

38) 최병순. 『軍 리더십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북코리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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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리더의 이미지가 존재한다.39) 즉 능력있는 리더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리더로 여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리더는 믿을 만한 존재이며, 리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만든다. 따라서 능력있는 리더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 구성원들은 리더의 
지시와 통제를 업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적절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리더의 
관리방식을 수용하고 지시에 따르게 될 것이다. 즉, 능력있는 리더가 성과를 강조하고 강력
한 통제방식으로 관리하게 될 때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과업성과의 증진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리더능력이 높을 경우,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는 정적일 것이다. 또한 능력 있고 위계를 강조하는 리더에게 
인정받는 방법 중 하나는 조직과 상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창의성은 
그런 재량적인 도움 행동의 하나이다. 따라서 리더 능력이 높을 경우,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정적 관계가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리더가 능력이 있다고 인식될 때, 리더
의 진정성과 영향력 전술이 구성원의 긍정적 반응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증
거가 제시되었다.40) 

 반면, 리더능력이 낮을 경우 이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암묵적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탁월한 업무지식과 관리적 역량을 갖춘 리더가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리더로 

간주된다.41) 그에 반해 무능한 리더는 적절한 업무지식 및 관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관리적 역할을 통해 자신들은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길 

원하며,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보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리더의 업무관련 

지침이나 의도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즉, 리더의 지시와 관리는 구성원들의 성과증진에 도

움이 되기보다는 에너지를 소모케하는 불필요한 지시거나, 리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리더능력이 낮으면 구성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해서도 

리더가 적절한 보상을 해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경우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 및 창의적 사고과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리더능력이 낮을 때 권위

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및 창의성 간의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

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39) 김동준‧김민철‧손승연. “리더 능력과 과업성과: 리더 호감의 매개효과와 리더 유머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개
발연구 제22권 제4호(2019), pp. 133-159.

40) Mhatre, K. H. Rational Persuasion and Attitude Change: The Impact of Perceived Leader 
Authenticity and Perceived Leader Ability on Target Outcomes(The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2009).

41) 김동준⋅김민철⋅손승연(2019), pp. 133-159.



군 조직에서 리더의 권위주의와 능력이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69

가설 1. 리더능력은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리더능력이 높을 때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는 정(+)적 관계, 

리더능력이 낮을 때는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리더능력은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리더능력이 높을 때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은 정(+)적 관계, 리더능

력이 낮을 때는 부(-)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표본의 특성

육군 간부, 즉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위계상 인사고
과 권한을 가진 직속상사-부하 각 1인을 쌍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들이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며 학술적인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집자료 중에서 결측치와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63쌍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먼저 상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평균연령은 29.05세, 계급은 중사 40.5%, 대위 
25.8%, 상사 21.5%, 소위 6.7%, 중위 5.5%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44.8%로 가장 많았으
며, 평균 근무기간은 7.2년이었다. 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24.13
세, 계급은 하사 74.8%, 중사 21.5%, 소위 1.8%, 중위 0.6%, 원사 0.6%, 상사 0.6% 순이었
다. 학력은 고졸이 60.7%로 가장 많았고 평균 근무기간은 3.5년이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1=전혀 그
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설문지는 상사용과 부하용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인 권위주
의적 리더십, 조절변수인 리더능력은 부하에게 측정하였다.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하기 위
해 부하 측정 1개월 후,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을 상사에게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
정은 다음과 같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Cheng et al.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9개 문항을 사
용하였다.42) 구체적으로 ‘나의 상사는 내가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기를 바란다’ 등이다. 리더
능력은 Mayer et al.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43) 세부문항은 ‘나의 상사는 부하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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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등 6문항이다. 과업성과는 Williams & 
Anderson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44) 구체적으로 ‘이 부하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과업
을 수행하고 있다’ 등 7개 항목이다. 창의성은 Zhou & George의 13개 문항을 사용하였으
며,45) 구체적으로 ‘이 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등이 있다.

 

3. 분석방법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값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및 SPSS 
macro46)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 및 조절변
수를 평균 중심화한 후 투입하였다.47)

Ⅳ. 연구결과

1. 타당성 검증,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표 1>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인데, 본 연구에서 가정한 4요인 구조의 적합도는 양호하
였다(χ2 = 1036.59, df = 545, CFI = .92, TLI = .91, RMSEA = .07). 아울러 여러 가지 
대안 모형들에 비해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의 
차이 검증 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가정한 4요인 모형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2) Cheng et al.(2004), pp. 89-117.

43) Mayer, J. D., Roger, C., & Davis, J. H. “The effec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n trust for 
management: A field quasi-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4(1999), pp. 123-136.

44) Williams, L. J., & Anderson, S. 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predictor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and in-role behaviors.” Journal of Management Vol. 17(1991), pp. 
601-617.

45) Zhou, J., & George, J. M. When job dissatisfaction leads to creativity: Encouraging the expression 
of voi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4(2001), pp. 682-696.

46)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42(2007), pp. 185-227. 

47) Aiken, L. S., & S. G. West.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Thousand Oaks, 
CA: Sag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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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Model χ2 df χ2/df CFI TLI RMSEA Δχ2(Δdf)

연구모형 1036.59*** 545 1.90 .91 .91 .07 -
대안모형 1 2423.07*** 557 4.35 .69 .67 .14 1386.47(12)***
대안모형 2 3250.18*** 559 5.81 .55 .52 .17 2213.58(14)***
대안모형 3 4055.07*** 560 7.24 .42 .38 .19 3018.47(15)***

주. N=163, ***p < .001,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 대안모형 1. 권위주의 리더십 + 리더능력, 과업성과, 창의성

b. 대안모형 2. 권위주의 리더십 + 리더능력 + 과업성과, 창의성

c. 대안모형 3. 권위주의 리더십 + 리더능력 + 과업성과 + 창의성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각 변수의 Cronbach’s 

α값을 확인한 결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95, 리더능력은 .97, 과업성과는 .92, 창의성

은 .97으로 모두 .80이상이어서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48).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M SD 1 2 3 4 5 6 7 8

1. 연령 24.13 2.80

2. 계급 7.63 0.92 -.43***

3. 근무기간 3.45 2.61 .82*** -.30**

4. 상사와 근무기간 1.36 1.17 .19* .05 .17*

5. 학력 1.64 1.21 .18* -.35*** .13 .00

6. 권위주의적 리더십 2.65 1.13 .02 .04 .00 .02 -.11

7. 리더능력 4.17 .87 -.08 -.06 -.10 -.11 .05 -.16*

8. 과업성과 4.36 .61 -.14 .01 -.12 -.13 -.14 -.01 .03

9. 창의성 3.99 .78 -.03 .06 -.06 -.08 -.06 .00 .14 .66***

주. N =163. *p < .05, **p < .01, ***p < .001. 

2.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은 과업성과에 
대한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리더능력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모형 3을 보면,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리더능력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30, p < .001). 상호작용 효과
가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리더능력의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집단을 구분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였

48) Nunnally, J. C., & Bernstein, I. H. Psychometric Theory(New York: McGraw-Hil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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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9)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리더능력이 높을 때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가 정
(+)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리더능력이 낮을 때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기울기 
검증결과, 리더 능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β값이 .14(p < .05)로 유의하였으며, 낮은 경우에
는 β값이 -.20(p < .01)로 유의하였다. 또한 SPSS macro 검증결과,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간의 정적 및 부적관계 회귀값의 신뢰구간 하위 95%와 상위 95%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 되었다.

구  분
과업성과 창의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통제변수

연령 .12 .13 .10 -.14 -.14 -.17

계급 .07 .08 .03 -.10 -.10 -.15

근속기간 -.13 -.12 -.09 .00 .00 .03

상사와 근속기간 -.09 -.08 -.05 -.10 -.10 -.06

학력 -.04 -.05 -.05 -.15 -.15 -.16

독립변수 권위주의적 리더십(A) .00 .03 -.05 -.02 -.02 -.09

조절변수 리더능력(B) .14 .07 .02 -.05

상호작용항 A X B .30*** .27**

R ² .02 .04 .11 .05 .05 .12

ΔR ² .02 .07 .00 .06

F .50 .89 2.50* 1.49 1.27 2.50*

<표 3> 회귀분석 비교 결과

주. N=163.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 < .05, **p < .01, ***p < .001. 

   [그림 1]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의 

관계에서 리더능력의 조절효과

   [그림 2]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과의 

관계에서 리더능력의 조절효과

49) Aiken & West(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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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간의 관계에서 리더능력의 조절기능에 관한 것인데, 

이는 <표 3>의 모형 6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성에 대한 권위주의

적 리더십과 리더 능력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7, p < .01). [그림 2]에

서 알 수 있듯이, 리더능력이 높을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관계가 정(+)

적으로 나타났지만, 단순 기울기 검증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리더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β값이 -.25(p < .01)로 

유의하였다. 또한 SPSS macro 검증결과, 리더능력이 낮을 때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부적관계에 대한 회귀계수의 신뢰구간 하위 95%와 상위 95%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가설 2는 부분지지 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상사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의 영향을 달리하는 경계조건을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리더
능력이 높을 경우, 상사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과업성과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창의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리더능력이 낮을 경우, 권위주의적 리더십-과업성
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창의성 간의 부적관계는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특히 국내에서 더욱 제한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효과를 다루었다. 비록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부정적 효과를 다룬 연구가 일부 존
재하지만, 이를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과 동시에 연결시킨 연구는 찾기 힘들며, 특히 
위계적 조직인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위계와 지위에 
기반하여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내세우는 리더십 유형 및 결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
발해질 필요가 있다는 연구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일환이며, 보다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암묵적 리더십 이론에 기반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리더능력
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권위주의적 리더십 효과에 대한 경계
조건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자율과 참여가 중시되는 현 시대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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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리더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의 상황에 따라, 또는 업무의 성
격에 따라 리더가 강력하게 통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리더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
다. 즉 부하들은 자신의 리더가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 그의 강한 관리 및 통제가 적절하다
고 평가할 수 있으며 리더의 지침을 따를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이는 리더의 
지시와 관리방식의 수용을 이끌어낸다. 본 연구는 위계로 특징지어지는 조직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실제를 검증하고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리더십과 결과변수 간
의 복잡한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오랜 주장이 
여전히 유효함을 밝힘으로써 리더십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50) 즉 관련 선행연구에서 고찰되
지 못한 상황요인을 고려함으로써 권위주의적 리더십 효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나아
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대체, 중화, 강화시키는 요인을 찾는 이론적 노력과 가치를 지지하
고 있다. 아울러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리더가 무엇을 준비
해야할 지, 조직에서 리더의 무엇을 증진시켜야할 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도 인정된다. 첫째, 선행연
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변수들 간의 선후를 가정하고 측정과정에서 1개월의 시차를 두었지
만, 횡단연구로 인해 인과관계의 모호성은 여전하다. 향후에는 종단 및 실험연구를 통해 보
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 중 창의성에 대
해서는 리더능력이 낮을 때에만 지지되었다. 즉 리더의 능력이 낮을 때는 권위주의적 리더
십이 부하들의 창의성을 낮추지만, 리더의 능력이 높다고 반드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창의
성을 높이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였다. 과업성과와는 달리 창의성은 재량적 행동이다. 따라서 
리더능력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이 창의성 증진으로 연결되려면 구성원의 창의적 
사고, 조직지원 등 추가적인 강화요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연구의 단서가 
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토대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효
과를 가정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였다. 실제
로 분석결과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리더능력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
다. 하지만 본 연구가 권위주의적 리더십 및 리더능력이 과업성과 및 창의성에 직접효과가 

50) Howell, J. P., Dorfman, P. W., & Kerr, S. “Moderator variables in leadership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1986), pp. 8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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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연구대상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대의 규모나 유형, 문화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한다면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과업성과 및 창의성, 리더능력과 과업성과 및 창의성 간의 관
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시도는 기존 연구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절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과업성
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는 리더능력 이외에도 다양하다. 리더십 대체이
론에 의하면 구성원 특성, 과업특성, 조직특성 등 다양한 상황요인들이 리더십의 효과를 조
절할 수 있다.51) 향후에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대체, 중화, 강화요인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
다. 예를 들어, 적합성 이론52)에 의하면 상사와 구성원 간 가치를 포함한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할 경우,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반응이 유사해지며, 조직에서 바람직한 행동 양식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로 인해 서로에 대한 호감 및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즉, 상사와 부하의 가치
가 서로 일치된다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성과나 창의성 향
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가 군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비록 설문 응답자들이 군 간부라는 점을 고려했
을 때 일반조직의 구성원과 큰 차이를 가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
려했을 때 일반조직과는 차이점이 있기에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의 반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1) Kerr, S., & Jermier, J. M. “Substitutes for leadership: Their meaning and measur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Vol. 22(1978), pp. 375 –403.

52) Kristof, A. L. “Person-organization fit: An integrative review of it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Personnel Psychology Vol. 49(1996), p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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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Authoritarian Leadership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in Military Set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 Ability

Jun Seo Park, Seung Yeo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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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Many organizations are trying to survive and develop in a complex and unpredictable 
environment. Among them, it is time to require more leader ability and qualities to create 
the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of the members based on the effectiv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examine the effects of universal 
authoritarian leadership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in actu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despite the dynamics of authoritarian leadership effect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the empirical study is more limited.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ecure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of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Accordingly, this study demonstrated the 
effect of authoritarian leadership on task performance and creativity by considering leader 
ability as a boundary condition. To confirm this, We collected data from military members 
(supervisor-subordinate dyad) in the Army, Republic of Korea. A total of 163 matched 
dyadic data was used for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when leader ability 
was high,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when leadership ability is low,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task performance, authoritarian leadership and creativity are 
negatively related. This study revealed that hierarchical management of competent leaders 
can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members' tasks, but not in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hierarchical management of incompetent leaders reduces the performance and 
creativity of members. This study found that authoritarian leadership influences a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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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and diverse, and presented evidence on which boundary condition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authoritarian leadership. At the end of the stud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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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받았다. 현재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

이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는 “합동성과 해군력 건설방향 연구(임무 및 전력 중심으로)” 『전투

발전연구지』 제14호(2007), “한국군의 핵심전력으로서 항공모함 보유 필요성 및 확보방

안” 『전투발전연구지』 제19호(2012), “동ㆍ남중국해 도서분쟁의 군사충돌 가능성과 전쟁 

억제 요인” 박사 학위 논문(2019), “한국형 경항공모함 도입 필요성과 효용성” 『RINSA 

안보현안분석』 Vol. 177(2021) 등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해양안보(도

서분쟁), 동아시아안보, 인공지능ㆍ로봇 전투 등이다.

E-mail : g7doo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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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서

육군 대위이며, 현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리더십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임관 후 주요경력으로는 31사단, 28사단, 13특임여단에서 중대장 및 참모 임무를 수행하였

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리더십, 모티베이션, 인적자원관리, 역할 외 행동 등이다.

E-mail: navyseal0911@naver.com

손승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국방대학

교에서 국방관리학(리더 십전공) 석사를,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인사조직 전공) 박사를 취

득하였다. 한국경영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대한리더십학회 등에서 활

동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리더십, 모티베이션, 역할 외 행동,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등이다.

E-mail: faithnet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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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 제2차 RINSA 안보포럼 

 - 일시 : ’2021.3.24

 - 주제 : 민군협력 국방우주력 발전방안

 - 발표 : 안형준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3차 RINSA 안보포럼

 - 일시 : ’21.4.1.

 - 주제 : “북한의 최근 미사일 기술진전”

 - 발표 : 권용수 교수(前 국방대학교) 

◆ 제2차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 일시 : ’21.4.14.

 - 주제 : “AI 복잡계와 국방”

 - 발표 : 이상국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 제4차 RINSA 안보포럼

 - 일시 : ’21.4.16.

 - 주제 : “미중 전략경쟁 속의 한반도”

 - 발표 : 김기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제6차 RINSA 안보포럼 

 - 일시 :  ’21.5.13.

 - 주제 : “미래 한국의 모병제 적용 가능성” 

 - 발표 : 이상목 교수 (국방대학교)

◆ RINSA•세종연구소 공동 국제세미나

 - 일시 :  ’21.5.14.

 - 주제 :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 발표 : 김정섭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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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논문의 심사

가. 공모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논문 접수(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접수)

※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 제출

(2) 편집위원회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회부 결정

※ 제목 및 내용이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함.

(3) 논문심사 의뢰(심사는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인이 선정

한 심사자 3인) 

(4)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심사 판정

(5) 최종 판정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

(6) 논문게재 시 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을 각 논문 후미에 게재

나. 공모논문의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자 수, 심사방법, 심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별로 교내외 심사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추천하되, 가능한 교외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특히, 투고된 논문의 저자

가 교내의 저자일 경우에는 교외 심사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3인에게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

한다. 

(3)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자문위원회 회의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한 후 시행하

며, 심사과정 혹은 회의과정에서 편집간사는 필요한 경우 논문상 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4) 논문의 심사는 각 호별 최종마감일 이후 시행하며, 마감일 이후 45일 이내에 투고자

에게 심사 결과를 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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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집필요령

I. 투고 안내

1. 보내실 글은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하며, 순수

창작물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밝혀야 하고, 학술성과 시사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한다.

2.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에 기고된 원

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 귀속된다.

4. 기고논문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rinsa.jams.or.kr)을 통해 제

출하여야 하며, 한글요약(400자 내외) 및 핵심어(5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정보(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6.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본문과 각주에는 저자를 알아

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8. 논문제출 시 논문유사도 검사후, 검사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이메일 rinsakj@kndu.ac.kr

로 제출해야 한다.

II.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A4 용지 17~18매)로 한다. 분량 계산은 <글>의 문서정보-문서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가. 인용

      1) 직접 인용은 “……”로 표시한다. 단, 인용구가 3행 이상일 때는 본문과는 별도의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한다.

      2)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문의 끝 부분 상단에 주 번호를 달고 그 引用源을 각주

에서 밝혀 준다.

      3) 재인용의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책에서 재인용한 것인지 그 引用源을 그대로 밝

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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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

        가) 황병무.『전쟁과 평화의 이해』(서울: 오름, 2001). p. 302.

        나) Bose, Partha. Alexander the Great's Art of Strategy (New York：Gotham Books, 

2003), p. 98.

      2) 논문

        가)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4호(2003), pp. 7-30.

        나) Nye, Joseph S.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Winter 1999), p. 21.

      3) 편저서

        가) 이홍구. “마르크스와 정치이론.” 이홍구(편). 『마르크시즘 100년』(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p. 120. 

        나) Strange, Susan. “IMF: Monetary Managers.”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77. 

      

       4) 번역서

            Baylis, John. 박창희(역). 『현대전략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p. 156-157.

       5) 학위논문

           홍길동. “조선시대 병영 연구.” 국방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4), pp. 25-26.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김창수.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정책.”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 도전: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 안보문제연구소 제3회 국제공동학술회의(2013. 4. 11),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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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

         가) 황병무(2001), p. 300.

         나) Bose(2003), p. 90.

         다) 남궁곤(2003), pp. 25-28.

         라) Nye(1999), p. 27. 

      8) 인터넷 자료

          홍길동, “한국의 국방정책,” http://www.dic.mil/jcs/core/nms.html (검색일: 2005.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일보』(2003. 4. 19).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Weekly Review. May 3, 2002, p.19.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

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

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

로 배열한다.  

      3) 참고문헌의 기본 양식은 각주 작성요령과 동일하다. 다만 마지막의 쪽수는 제외

한다.

Ⅲ. 기타 참고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서 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2. 본문 속의 제목들(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에 사용하는 기호 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3. 표 및 그림에는 제목을 붙여야 하고 <표 1>,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여 작

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 (1985),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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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5.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 제목 우측 상단에 

별도의 각주표시로 기재할 수 있다.

  6.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의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 제2공저자를 **, 제3공저자를***...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 심사 후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2) 저자 

의 한글 성명 및 영문 성명, (3) 3~5개의 한글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 (4) 200단

어(words) 내외의 영문 요약문, (5) 200자 내외의 한글 ‘저자 소개문’(소속 및 지위, 

주요 연구관련 경력, 최종학위 수여 기관 및 최종학위 논문제목, 전공분야, 저서 및 

대표 논문들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제3호, 2021년(가을) 통권 114호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

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 ․중 ․러 ․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

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

입니다.

∙ 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모델은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 정부형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한나

∙ 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 신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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