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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력균형이론에 제기 되어온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중심에 둔다. 특히 

본 연구는 세력 균형의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인 역량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y) 

개념에 주목하고, 해당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역량의 차원 뿐만 아니라 역량의 수준과 투사 

의도에 대한 인식 상태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양극 체제에 

대한 월츠의 옹호와 세력 균형이 지니는 전쟁이 억제된 상태로서의 의미에 있다. 본 연구는 

월츠의 이론에 제기되어온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그의 이론을 다소 편향된 관점에서 이해한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이 관념적 요인을 독자의 상식 차원으로 밀어낸 월츠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월츠가 소홀히 다룬 관념적 요인이 세력 균형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인식의 분포(distribution of perception)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6･25 

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에 적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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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월츠(Kenneth N. Waltz)의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정치학자라면 누구나 알 만큼 잘 알려진 
이론인 동시에,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들 중 세력균
형이론의 물질 중심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중심에 둔다. 세력 균형은 권력이 균등하
게 분포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월츠에 따르면 이는 역량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y)에 의해 결정된다. 비판자들은 역량의 분포가 군사력과 경제적 자산과 같은 물질
적 요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그가 세력 균형의 성립 요인을 개체로 환원하
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세력 균형이 개별 국가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그 
성립이 반복되는 물리 법칙의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월츠의 전망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을 
고수한다. 물질 중심적 접근은 분명히 월츠의 국제 정치 이론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경향이
며, 이것이 물리 법칙의 형태로 국제사회에 구현될 것이라는 월츠의 주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크다. 그러므로 세력균형이론의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은 일정 부분 월츠 스스로에
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이 월츠의 이론을 다소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관점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해 왔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세력균형이론이 물질 중심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시각에는 인지적 요인과 같은 관념적 요소 또한 내
재되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월츠는 양극 체제를 다극 체제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세력균형 기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극 체제는 다극 체제에 비하여 동맹의 이탈이나 적대국의 공격 의지, 또는 적대국이 보유
한 역량의 총합에 대한 계산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적다. 월츠는 이를 
근거로 양극 체제가 세력 균형의 이상적 기제라 주장한 바 있으며, 핵무기의 등장이 역량에 
대한 계산상 오차를 줄여 국제정치를 더욱 안정화할 것이라 전망하였다.1) 이러한 주장은 월
츠가 세력균형을 비단 역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계산과 인지에 관한 문제를 포함
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월츠에게 있어서 세력균형은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 억제된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역량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것의 억지력을 상대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해당한다. 즉 월츠는 전쟁에 앞서 일어나는 관념적 과정
들, 이를테면 공격 목표가 지닌 역량의 수준이나 공격의도 등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월츠는 이러한 점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당시 독자들이 지니고 있는 상식의 

1) Waltz, Kenneth N.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Fall 1993),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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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맡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론적 영역을 물질적 차원에 국한시켜 비판의 단초를 제공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월츠의 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성격을 조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간 월츠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월츠의 이론에 대한 편향
적 해석이 존재해 왔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월츠의 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요소가 
지니는 의의를 부각하기 위하여 분석틀을 수립하고 이를 세력균형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월츠의 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요소가 지니는 가치를 평가해 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그간 
진행되었던 이론들 사이의 대논쟁(great debates)을 넘어 상이한 이론들을 보다 통섭적으
로 다루는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Ⅱ. 세력균형 이론의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

월츠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인하여 세력균형이 형성될 것이라 보았다. 이는 국
가가 지닌 생존에 대한 욕구가 무정부 상태 하에서의 상호 의심과 불안으로 인하여 자구
(self-help)적 행동 경향을 낳은 결과이다. 이때 국가들이 보유한 역량의 분포 상태는 균형
의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정부 상태 하에서 폭력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제약
받지 않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침략을 패퇴시킬 수 있는 군사력과 같은 물리
적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월츠는 역량이 두 개의 강대국에 균등한 비율
로 집중된 상태를 양극 체제로 정의했다.2)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은 안보 딜레마가 일어나는 원인이다.3) 월츠는 안보 딜레마를 
오로지 두 개의 강대국, 즉 양극 사이의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안보 딜레마로부터 유래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그로부터 파생되는 현상유지(status quo)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
였다.4)

월츠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개별적 특성보다 국가가 보유한 물
리적 역량의 분포 상태가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5) 또한 국가들이 상호 
적대적이며 따라서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바 끊임없이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역량의 축적을 

2)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pp. 161-193.

3) 안보 딜레마의 개념화에 기여한 초기 학자로는 버터필드(Herbert Butterfield), 헤르츠(John H. Herz), 저비스
(Robert Jervis)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리뷰로 탕스핑(Tang, 2009)의 연구를 참조.

4) Waltz(1979), pp. 161-193.

5) Waltz(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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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것이라 보았으며 이로 인해 세력균형이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
로 일어날 것이라 주장하였다.6)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하여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자들은 
세력균형이론이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갈등으로 단순화하고, 오로지 역량의 변화에 따
라 국제정치의 변화를 설명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월츠가 역량을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요소로 정의내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력균형이론을 물질 중심적 이
론이라 보았다.7) 전쟁의 원인이 물질적 역량의 분포에 있다면, 국제정치는 변화의 가능성을 
상실한 채 오로지 끊임없는 역량의 축적만이 있는 안보 딜레마의 연속이 될 것이며 이는 
국제정치가 지니는 학문적 가치와 정책적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다.

또한 세력균형이론의 물질 중심성에 대한 비판은 세력균형의 유지에 기여하는 역량이 사
실은 측정이 매우 까다로운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역량이라는 것은 수치화될 수는 
있으나 그 방식이나 기법에 따라 매우 모호해질 수 있는 개념이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8) 즉 일견 대등하다고 여겼던 역량이 운
영 과정에서의 미숙으로 인하여 열등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세력균형의 유지 여부를 비단 물리적 역량과 그것의 보유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접근이 얼
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판은 세력균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의 등장을 촉발하
였다.9) 위협과 이익,10) 국내 정치적 환경,11) 개인적 변수12) 등 다양한 요인을 강조하는 연
구들이 등장하였으며, 한 연구는 국가를 집단의식(mass consciousness)으로 구성된 사고
하는 주체로 정의내리기도 하였다.13)

6) Waltz(1993), p. 77.

7)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Spring 1992), pp. 391-425;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8) 은진석･이정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재구성: 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2호(2021), pp. 140-141.

9) Lake, David A.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10) Walt, Stephen M. The Origin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Summer 1994), pp. 72-107.

11) Schweller, Randall L. “Unasnwered Threats: A Neoclassical Realist Theory of Under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2(Fall 2004), pp. 159-201.

12) Byman, Daniel L. and Kenneth M. Pollack. “Let Us Now Praise Great Men: Bringing the Statesman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4(Spring 2001), pp. 107-146.

13) Lerner, Adam B. “What’s it Like to be a State?: An Argument for State Consciousness.” 
International Theory Vol. 13, No. 2(July 2021), pp. 26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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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역량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왜곡의 가능성
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세력균형이론이 평화의 조건으로 역량의 분포를 이해하는 방식은 패
권안정이론과 매우 다르다. 전쟁을 억제하기위한 조건으로 패권안정이론이 특정 국가에 대
한 역량의 집중을 강조하는 반면,14) 세력균형이론은 역량이 복수의 국가에 집중된 상태를 
제시한다.15) 이와 같은 견해 차이는 물질적 역량이 객관적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 해
석이 개입할 수 있는 의미 경합적 개념임을 시사한다.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의 능력
을 은폐하거나 과장하는 식으로 이를 활용하기도 했다. 냉전 초기 흐루시쵸프가 자국의 핵
무기 투발능력을 과장했던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16) 흐루시쵸프의 허장성세로 인하여 케
네디 행정부 내에서는 소련의 핵능력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충돌했으며, 쿠바 위기 해결과
정에서 케네디가 보였던 타협적 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17)

물질 중심성은 무정부 상태 하 갈등의 해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
를 감안할 때 월츠에 대한 비판들 중에서도 핵심을 차지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비판에 
동의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그 비판이 다소 편향된 해석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월츠가 균형의 수단으로 군사력이 주를 이루는 역량의 균등한 배분 상태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월츠의 주장 이면에는 균형 상대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와 
같은 관념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세력균형은 양측 사이에 호전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국가의 
호전성을 제어하는 요인은 침략자를 패퇴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호전성의 통제 
불능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세력균형이 실패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균형의 복원을 
위한 수단이며, 균형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아니다. 월츠에게 균형 상태란 물리적 
역량의 투사가 아닌 보유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이 보유한 역량에 의해 초래
되는 두려움과 개전(開戰)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같은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효과와 관련이 
있다. 월츠가 물질 중심론자임을 비판하는 연구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경시를 비판하는 것
이며, 그 책임은 이에 대한 논의를 명시적으로 전개하지 않은 월츠에게 있다.

14)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Lake(2009).

15) Waltz(1979)

16) Gaddis, John Lewis. 정철･강규형(역).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서울: 에코리브르, 
2010), pp. 101-106.

17) Gaddis, John Lew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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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력균형이론의 관념적 모델

가. 세력균형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요소

본 단락에서는 세력균형이론에 내재된 관념적 요소에 대하여 논의한다. 먼저 물리적 차원
이 지니는 관념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국가가 보유한 물리적 역량은 국제정치에
서 완력을 구사하는 매개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관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벽이나 담장은 행위자의 이동 경로 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과 연관된 사고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동 시간과 결부하여 담장은 늦을 수 있다는 생각과 수반되는 불안･초조와 같은 
감정을 낳을 수 있으며, 담장에 입혀진 색깔이나 소재, 담쟁이 덩굴의 여부와 같은 물리적 
특징은 행위자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회자되는 특수한 감정 상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처
럼 물리적 요인은 행위 주체의 사고 및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행동에
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때 발휘되는 영향력은 물질적 수단의 직접적 투사가 아닌 배열
로 인한 것이며 그것의 작동 기제는 물리적이기 보다는 관념적이다.

국가들은 열병식이나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주기적으로 과시한다. 이는 자국이 보유
한 전쟁의 수단과 수행 능력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끼쳐 안보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또한 국가는 종종 전쟁 수행 의지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외부의 침략에 대
한 결연한 대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복’,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항전할 것’과 
같은 담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규모는 제한적인 경향이 있으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보다 많다.

역량의 과장이나 축소는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저비스(Robert Jervis)는 전
쟁의 한 원인으로 오판(misperception)을 지목한 바 있는데 이는 상대의 역량이나 전쟁 수
행 의지를 과소평가한 결과이다.1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블레이니(Geoffrey Blainey)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전쟁의 결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19) 한편 국가
가 자국의 역량을 과시하고 전쟁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결과 상대의 두려움을 야기할 
경우 전쟁을 억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양자 모두에게 작용하는 상태를 월츠는 세
력 균형으로 정의하였으며 인간 본성에 내재된 생존에 대한 욕구과 결부되어 전쟁의 가능성
을 최소화하는 기제로 보았다.20)

18)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 Blainey, Geoffrey. The Causes of War (New York: Macmillan, 1973).

20) Waltz(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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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상태란 전쟁의 부재를 전제하며, 전쟁의 발발은 그 실패를 의미한다. 월츠에 따르면 
세력 균형은 역량의 균등한 분포를 통해 유지되는데, 이때 역량은 군사력이 핵심이다. 그런
데 월츠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정하므로 군사력은 물리적 역량의 직접적 투사가 아닌 두
려움이라는 관념적 효과를 유발하는 수단으로써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때 군사력에 
내재된 물리적 가치는 이러한 억제의 기제를 강화하는 지렛대로 활용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
하다.

세력 균형에서 관념적 요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첫째가 상대가 보유한 
역량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며, 둘째가 균형 상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여
부이다. 월츠는 권력을 수단으로 정의하며, 반드시 특정한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한 바 있다.21) 이 논리를 따르면 균형의 수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권력 외에도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를 상대가 지닌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한다.

월츠는 양극 체제가 다극 체제보다 안정성 면에서 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주장한 바 있으
며 이는 양극 체제하에서 국가들이 상호간 역량의 격차를 계산하기가 보다 쉽기 때문이
다.22) 또한 다극 체제에서는 역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기 쉬우며 따라서 균
형이 보다 쉽게 깨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월츠가 역량을 오판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
며 따라서 관념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극체제하에서 국가들은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 위협이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
다.23) 이는 국가들이 상호 의도를 확신할 수 없어서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신뢰보다 의심이 
지배적인 조류를 차지하여 전쟁억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이는 상대로부터 제기되
는 위협을 오판할 가능성을 높여 전쟁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다극체제 하에서는 판단해야 
할 대상이 여럿이므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다. 이에 비해 양극체제는 인지의 대상이 하나의 
국가로 한정되므로 오판 가능성이 최소화된다는 것이 월츠의 주장이다.24) 위협은 상대의 공
격적 의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며,25)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체에 의한 인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왜곡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과정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협에 대한 월츠의 주장이 관념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Waltz(1979), p. 192.

22) Waltz(1979), pp. 161-193.

23) Waltz(1979), p. 170.

24) Waltz(1979), p. 170.

25) Walt(1987), pp.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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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 체제에 대한 월츠의 해석은 그가 세력 균형을 단순히 역량, 즉 물질적 차원으로 국한
한 것이 아니라, 역량의 계산 과정과 그것의 투사 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론은 그가 전개한 핵무기 옹호 논리와 결부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월츠에 따르면 핵무기의 압도적인 위력은 역량의 격차에 대한 인식을 단순화시켜 전쟁 억지
효과를 유발한다.26) 이러한 주장에서 월츠는 핵무기를 역량의 분포에 대한 인식 왜곡을 감소
시켜 세력 균형의 유지에 기여하는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즉 월츠는 핵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이 제공하는 물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유발하는 관념적 효과 또한 고려하고 있다.

월츠는 군사력이 지니는 한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설득을 강제보다 우월한 권력 투사 방법
으로 제시한바 있다.27)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권력은 상대의 행동에 변화를 가하는 힘이며, 
이러한 힘은 비단 물리력뿐만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하는 관념의 영역에서도 벌어진다.28) 
상대를 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강제와 달리 설득은 타자의 상황인식이나 감정, 또는 이성 
등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관념적 과정이다. 여기서 또한 권력에 내재된 관념적 측면을 배재
하지 않으려는 월츠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비록 월츠가 물질적 역량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그것이 작동하는 토대로 관념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월츠에 대한 지나치게 편향된 해석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월츠는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는가? 월츠는 이
상에서 논의한 요소들을 상식의 영역으로 어내 주변화하고, 역량의 분포에 내재된 물리적 
성격을 논의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비판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는 월츠가 활동하던 당시
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다. 세력균형이론은 냉전의 중심에서 형성되었으며, 당시 냉전은 
상이한 이념을 추구하는 두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관념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접근이 명시적 논의에서 배재된 것일 수 있다. 한편으로 관념적 요인을 분
석에 포함하는 접근은 변수의 다변화로 인해 매우 복잡한 이론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거시 이론을 표방하는 월츠의 접근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월츠는 역량의 ‘물질적’ 분포로
부터 나오는 이론적 간명함(parsimony)의 이점을 택하고 그러한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26) Waltz(1993), pp. 53-54.

27) Waltz(1979), p. 189.

28) Mattern, Janice Bially. “Why ‘Soft Power’ isn’t so Soft: Representational Force and the 
Sociolinguistic Construction of Attraction in World Politics.” Millenium Vol. 33, No. 3(June 2005), 
pp. 5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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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의 공멸 가능성에 입각한 합리성(rationality)의 가정을 도입한 것이다.29) 그 결과 역
량의 분포는 세력 균형의 유지 요인으로서 전면에서 다루어지게 된 반면, 그것과 결부된 관
념적 차원의 문제는 독자의 상식에 맡겨지게 되었다.

한편, 월츠가 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제정치학계에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의 첫 번째 대논쟁(the first great debate)이 있었다. 이후 월츠는 행태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표방함으로써 두 번째 대논쟁에 불을 지폈다. 행태주의(behavioralism)란 행위자의 
사고나 주관에 의존하지 않고 그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접근으로, 해석상 일어날 수 있는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설명 대상을 단순화함으로써 명쾌한 설명을 돕는 장점이 있다. 
월츠는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국제정치를 물리법칙의 일종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반증하기 위하여 군비나 국내 생산량 등 수치화가 용이한 개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물질 
중심적 접근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월츠가 관념적 요인을 묵시적으로 분석에 포함하고 있음을 살
펴보았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월츠는 물리적 권력이 작동하여 세력 균형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오판과 오류와 같은 인식의 문제,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대한 두려
움과 같은 인지적･감정적 요소를 저변에 두었다. 그러나 월츠는 이러한 요인들을 독자가 지
닌 상식의 차원에 맡김으로써 명시적인 논의를 회피하였으며, 그 결과 물질 중심주의자로 
비판받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는 세력균형이론의 물질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
편으로 월츠가 취했던 노력 중에는 관념적 요인을 포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이러한 점
을 볼 때 그간의 비판들 중 일부는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소지 
또한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보고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세력균형이론에 내재된 관념
적 요소를 상대방의 역량과 의도에 대한 인식으로 변수화하여 논의할 것이다.

나. 관념적 요소를 반영한 세력균형 모델

국제정치에서 인식(perception)은 정세에 대한 리더의 평가와 대응책 선택에 영향을 끼
치는 변수이며,30) 경험･가치관･종교적 믿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31) 이는 

29) Waltz, Kenneth N. “Realist Thought and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1(Spring/Summer 1990), pp. 21-37.

30) Hermann, Richard. The Power of Perceptions in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Do Views of 
the Soviet Union Determine the Policy Choices of American Lead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0, No 4(November 1986), pp. 841-875.

31) Hurwitz, Jon and Mark Peffley. “Public Images of the Soviet Union: The Impact on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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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되는 위협의 정도(degree)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치며, 그러한 판단
에 기반한 국가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오판이 일어난다.32)

인식은 실재와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연관이 있다. 저비스의 표현을 빌리면 인식은 
““사실”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론에 따라 증거가 달리 보이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33) 
역량의 분포를 평가수단 및 방법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 가능한 주관적 인식의 문제로 만든
다. 그 결과 역량의 분포 상태에 대한 인식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도에 대한 
인식 또한 주체가 지니는 믿음이나 문화적 배경, 과거 경험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이는 
상대의 역량과 의도에 대한 오인을 야기한다. 오인은 상대방의 역량과 의지를 과소･과대평
가한 결과이며, 그 맥락에 따라 균형의 해체 뿐 아니라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인식은 
균형의 유지뿐만 아니라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이다.34)

본 연구는 월츠가 중시한 역량의 분포 상태에 인식이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상대의 공격적 의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국가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공격 의도에 관해서는 월트의 위협에 관한 연구나 수정주의 국가를 연구 대
상으로 삼은 슈웰러의 연구 등이 존재한다.35) 그러나 이들은 객관화된 인식이나 역량을 가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제관계의 당사자들이 상호간의 역량과 의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왜
곡이 일어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재하고 있다.36) 이에 본 연구는 역량과 
의도의 인식 과정에서 일어난 왜곡을 의미하는 편향이 국가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의도와 역량의 차원에서 일어난 오판은 세력균형의 안정을 위협하는 변수다. 국가는 상대
의 역량이나 의도를 달리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37) 따라서 
세력균형이란 이러한 역량과 의도가 균형 친화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 더하여, 그러한 
분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수반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Attitude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2, No. 1(February 1990), pp. 3-28.

32) Jervis(2017).

33) Jervis(2017), p. xxxi.

34) 탕스핑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안보 딜레마를 관리하는 요소 중 하나로 심리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Tang, 
Shiping. “The Security Dilemma: A Conceptual Analysis.” Security Studies Vol. 18, No. 
3(September 2009), p. 595.

35) Walt(1987); Schweller(1994), pp. 72-107.

36) Galtung, Johan. “Balance of Power and the Problem of Perception.” Inquiry Vol. 7, No. 1-4(1964), 
pp. 277-294; Wohlforth, William C. “The Perception of Power: Russia in the Pre-1914 Balance.” 
World Politics Vol. 39, No. 3(April 1987), pp. 353-381.

37) Galtung(1964), pp. 277-294; Wohlforth(1987), pp. 3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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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균형(balance of perception)’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개념은 국가가 
객관적 균형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와 더불어 약자가 강자를 선
제공격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가능케 한다.

오판은 역량의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갈등 주체 사이의 대화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상대가 보유한 역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는 상대의 
역량을 과소･과대 평가하여 정세에 대한 왜곡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화의 부재는 피상적으
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의 의도를 편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상대가 취할 행동에 대
한 전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향은 결과적으로 <표1>에서 제시하는 국가 
행동을 표출할 수 있다. 한편 상대와의 충돌 과정을 거치면서 역량의 분포 상태에 대한 보다 
객관화된 인식이 당사국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유지에 실패한 균형
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국가들 사이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통해 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앞서 갈퉁에 의해 시도된 바 있으며,38) 본 모델은 갈퉁의 접근을 
보다 단순화하는 동시에 역량에 대한 인식이 균형 상태에 있는 상황을 다룰 것이라는 점에
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세력 균형의 문제를 역량과 의도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며 <표 1>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편향을 역량의 차원에서 상대를 실제보다 강하
게 인식하는 ‘강대’와 약하게 인식하는 ‘약소’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의도의 차원에서 상대
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인식하는 ‘공격성’ 편향과, 상대와의 신뢰
감에 바탕을 둔 ‘방어성’ 편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차원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경우 국가
는 세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표 1> 인식의 왜곡에 따른 국가행동 경향

공격역량

공격의도
강대 약소

공격적
외적 균형화

(external balancing)

선제타격

(preemtive strike)

방어적
내적 균형화

(internal balancing)

회유

(allurement)

‘강대하고 공격적인 상대’ 편향은 외적 균형화 시도를 촉발한다.39) 이 편향은 상대로부터

38) Galtung(1964), pp. 277-294.

39) Paul, Thazha Varkey. “The Enduring Axioms of Balance of Power Theroy and Their 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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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여기므로 상대적 역량 격차를 신속히 상쇄시킬 수 있는 동맹을 통한 
외적 균형화를 추구한다. 위협이 국가의 동맹을 촉진한다는 월트의 연구가 제시한 중동 국
가들 사이의 분쟁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40)

‘약소하지만 공격적인 상대’ 편향은 전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낳고, 그 결과 적대적인 
적을 미연에 제압하려는 유혹으로 인한 선제공격을 촉발한다. 냉전 시기 미국이 통킹만
(Gulf of Tonkin) 사태를 구실로 시작한 베트남 전쟁,41) 친소 정권의 전복을 우려하여 아
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제시한 바 있는데,42)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편향의 작동을 조건으로 한
다. 실제 사례에서 국가가 다른 모든 적대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43)

‘강대하지만 방어적인 상대’ 편향은 내적 균형화 경향을 낳는다.44) 국제정치는 근본적으로 
무정부 상태이기에 국가들은 상호 의심한다. 이에 국가들은 표면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
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상대와의 역량차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다. 동 편향 하에서 국가는 위협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보므로 외적 균형에 비해 높은 자율성
이 보장되는 내적 균형화를 실시한다.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이며, 이에 국가들은 자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월츠의 주장은 본 편향과 접한 연관이 있다.

‘약소하고 방어적인 상대’ 편향은 회유와 포섭이 주를 이루는 외교 정책을 유발한다. 이러
한 경향의 근저에는 회유 정책이 자국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냉
전 당시 미국은 전쟁으로 완파된 독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일본,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
해진 한국에 대하여 안보를 비롯한 자원들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대소련 봉쇄정책이라는 
국가 목적을 추구하였다. 본 편향은 국가가 합리적 행위자이고, 또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Relevance.” in Thazha Varkey  Paul, James J. Writz, and Michel Fortma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4-5.

40) Walt(1987).

41) Flanagan, Jason C. Imagining the Enemy: American Presidential War Rhetoric from 
Woodrow Wilson to George W. Bush. (Claremont: Regina Books, 2009), pp. 112-118.

42)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i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14).

43) 설인효･이택선.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 방어, 공격적 현실주의 논쟁
과 공격적 현실주의 재평가.”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2호(2012), p. 132.

44) 내적 균형은 군사력 증강과 적대적 국가의 전략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안보 격차를 줄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Paul(2004), pp.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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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us dominandi)을 지니고 있다는 현실주의 이론들의 기본 전제와 관련이 있으며,45) 
패권이 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강대국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46)

상기와 같은 행동은 특히 국가가 권위화된 내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거나 국제정세
가 다극화될수록 극단화된 방식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권위화된 의사결정 구조는 집단
사고(group thinking)를 낳는 원인이며 특정 인물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극
단화된 행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47) 또한 월츠가 주장한 것처럼 다극화된 구조는 국가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하는데,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외교정책이 표출될 기회를 제공
한다.

한편 국가가 역량의 차원에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이후의 행동 경향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를 공격적으로 인지할 때 국
가들은 적을 제압하는데 필요한 역량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공격적 균형화(aggressive 
balancing)를 전개한다. 상대를 공격적으로 인식하는 상태 하에서 합리적 행동은 상대보다 
우월한 역량을 확보하여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들은 역량의 상대
적 우위를 추구하며 이러한 경향은 비단 국가뿐만 아니라 세력‘균형’을 다루는 국제정치학자
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48) 공격적 균형화는 양자에 의해 지속될 경우 안보 딜레마를 초래
한다.

반면 역량이 균형에 도달했다는 인식 합의에 이른 국가들이 서로를 방어적으로 인지할 경
우 당사국들은 국방자원의 소모를 막기 위하여 협상을 시도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
한 노력을 행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들 사이의 협정이나 조약 등이 체결될 수 
있다.

45) Morgenthau, Hans J. Scientific Man vs Power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6), p. 192;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p. 27-36; Schweller, Randall L. “Neorealism’s 
Status-quo Bias: What Security Dilemma?” Security Studies. Vol. 5, No. 3(1996). pp. 90-121; 
Mearsheimer(2014), pp.17-22.

46) Gilpin(1981).

47) Hart, Paul’t. “Irving L. Janis’ Victims of Groupthink.” Political Psychology Vol. 12, No. 2(June 
1991), pp. 247-278 참조.

48) Levy, Jack S. “What do Great Powers Balance against and When?” in T. V. Paul, James J. Writz 
and Michael Fortma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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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량의 균형 인식하에서의 국가 행동

공격역량

공격의도
균형

공격적 공격적 균형화 (aggressive balancing)

방어적 협상 시도

Ⅳ. 관념적 세력균형 모델의 적용

냉전 시기 두 강대국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세력균형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맹들에서도 관찰된다. 이 과정에서 인식의 왜곡은 냉전 시기 
일어난 주요 사건들의 발생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학자 개디스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아시아를 혼란과 오판으로 점철된 공간으로 묘사
하였다.49) 이러한 오판은 계속해서 이어져 6･25 전쟁을 낳았다.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
이라는 행위자 외에도 전쟁의 주체로서 남･북한, 그리고 중국이 존재하여 동북아 지역에 국
한하여 볼 때 다극화된 구조로서의 성격이 함께 드러나는 복잡한 인식의 분포를 보이고 있
었으며, 소련･중국･북한 모두 권위주의적 정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집단사고가 발생하기 용
이한 국내정치적 환경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6･25 사례는 후술할 쿠바 미
사일 위기 사례에 비하여 균형이 실패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실제 전쟁으로 인해 
미･소 세력균형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후 균형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과정을 통한 역량의 
객관화 과정, 그리고 휴전 회담을 통한 의도의 조정 과정을 거쳐 회복되지만, 상대의 의도에 
대한 공격적 해석은 계속되어 현재까지 안보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6･25 전쟁의 발발에는 소련의 역할이 매우 컸다. 김일성은 자력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할 
경우 전쟁의 성･패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이승만 정부가 주창했던 ‘북
진론’은 그 진정성 여부와 별개로 북한이 한국의 의도를 적극적이라 해석토록 하기에 충분했
다.50) 따라서 전쟁 초기 김일성의 대남 인식은 ‘균형상태에 있는 공격적인 상대국가’였다. 
이러한 인식구조 아래에서 북한은 공격적 균형화에 필요한 원조 조달을 위하여 1949년 3월 
17일 소련과 조소군사비 협정을 체결했다.

소련의 지원은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역량의 분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하는 

49) Gaddis(1997), pp. 82-84.

50) 유영옥.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과 통일정책에서의 상징성.” 『한국보훈논총』 제10권 제2호(2011), pp.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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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였다. 소련의 지원으로 인하여 북한은 비로소 남한보다 강대한 전력을 확보하였다고 믿
게 되었고,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 조합을 ‘균형-공격적’에서 ‘약소-공격적’으로 변화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선제타격을 결정, 남침을 개시하였다. 북한은 남침에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
고 있었으며 이는 여러 사료들을 통해 증명된다. 예를 들어 1949년 3월 7일 대화에서 김일
성은 스탈린에게 “한반도를 군사적 수단으로 해방시킬 필요”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51)

김일성의 주장에 대하여 스탈린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1950년에 들어서자 소
련의 태도는 전쟁에 찬성하는 쪽으로 전환을 보였다. 소련이 남침을 승인한 배경으로 역사
학자들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본 스탈린과 김일성의 오판을 제시한다.52) 소련은 미
국을 ‘강대하지만 방어적인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스탈린은 미국과의 
전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적 균형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전쟁으로 초래된 국가
적 규모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으며 미국과의 핵 격차를 제거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다. 그런데 소련의 인식은 한국을 상대로 했을 때 상이한 조합을 보인다. 한국
의 북진론과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오판, 그리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했던 국방능
력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소련의 인식조합은 ‘약하지만 공격적인 상대’였다. 이 조합에 
따르면 국가는 선제타격을 선호하게 되며, 이때 직접 침략 대신 북한의 남침을 승인한 것은 
미국에 대한 인식조합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예상하였다는 주장도 있다.53) 이 주장은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하더라도 바다와 같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개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소
련이 예상하였으리라는 사고에 바탕하고 있다.54) 이 점은 앞서 제시하였던 한국의 역량과 
의도에 대한 소련의 인식 조합에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소련의 남침 승인이 남한 
내 존재하는 수십만의 공산주의 지지자들의 봉기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55) 
공산주의자들이 봉기할 경우 미국의 개입 이전에 전쟁이 신속히 종료되어 적화통일이 완수
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도 한국의 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전쟁이 단시일 내 끝날 수 있으리라는 침략국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
을 한다. 남침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지연된 개입이 초래할 역량의 분포 
변화는 중요치 않으며, 남침과 관련된 북･소의 인식 조합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5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결정과 발발』 (서울: 나남출판, 1996), pp. 149-152.

52) Gaddis(1997), pp. 70-75; 박태균. “6･25전쟁 발발의 원인에 대한 재고찰: 오인, 오식의 문제를 통한 접근.” 
『군사연구』 제130집(2010), pp. 7-32.

53) 박태균(2010), pp. 15-20.

54) 바다가 지니는 천연장벽 효과는 미어샤이머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Mearsheimer(2014) 참조.

55) 박태균(2010), pp.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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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일성은 “전쟁은 3일 만이면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한 바 있으며, 스탈린 또한 이 
점을 강조하였다.56) 또한 북한군의 총참모장이었던 강건은 전쟁 기간이 2주 내외가 될 것을 
예측하였다.57) 결과적으로 상기한 인식의 조합들은 모두 선제공격이라는 공통된 행동을 추
동한다.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소련이 미국의 의도 또는 역량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편향
된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고, 그 결과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는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스탈린은 미국의 핵무기 투사능력을 우려했으나,58)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적 사고와 더불어 한국의 역량 수준과 의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제타
격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예상과 달리 미국은 신속하게 개입을 결정하였으
며, 이로 인해 소련의 대미 인식조합은 변화를 겪게 된다.

1950년 초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이 시기 미국 고위층 사이에는 미국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59) 더욱이 6･25 전쟁을 전후하
여 미국이 누린 유일 핵보유국의 지위와 별개로 미국의 핵전력은 소련을 완파하기에는 부족
함이 있었다.60) 한편 미국에서는 유고슬라비아 사태를 계기로 소련의 군사행동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61) 이러한 상황 인식은 미국이 소련을 균형 상태에 있
는 공격적인 상대로 인식토록 하였다. 6･25 전쟁 발발 전 작성이 시작된 미국의 국가안전보
장회의 68호 보고서(NSC-68)는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의 급격한 증액
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 균형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후 일어난 남침은 미국에
게 선택의 여지를 제거했으며, 역내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개입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중국의 인식인데,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미국의 의도를 공격
적으로 인식했다. 마오쩌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외적 균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62) 1950년 2월 14일 소련과 체결한 중･소 우호동
맹 상호원조조약, 그리고 북한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6) 박명림(1996), p. 151.

57) 박명림(1996), p. 162.

58) Gaddis(2010), pp. 84-88.

59) Gaddis(1997), p. 89.

60) Gaddis(1997), pp. 88-92.

61) Heuser, Beatrice. “NSC 68 and the Soviet Threat: A New Perspective on Western Threat 
Perception and Policy Making.”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7, No, 1(January 1991), 
pp. 25-27.

62) Gaddis(1997), pp.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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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를 미국의 공격역량 분산을 위한 방어 지점으로 인식하여 남
침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의 관점에서 남침은 공격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한 미국이라는 적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적 균형화 전략의 일환이었다.

<표 3> 6･25전쟁 시기 국가 행동

당사국 인식대상
인식조합

(변화된 조합)

행동경향

(인식변화 이후)

외교정책

(인식변화 이후 정책)

소련 미국 강대-방어적 내적 균형화
국력회복,

남침지원

북한 한국
균형-공격적

(약소-공격적)

공격적 균형화

(선제타격)

조소군사비밀협정

(남한침공)

미국 소련 균형-공격적 공격적 균형화 NSC-68 채택

중국 미국 강대-공격적 외적 균형화
북중 상호방위조약, 

남침지원

일단 전쟁이 시작되자 양국은 상호간의 역량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은 38선 인근에서 교착상태를 이루었으며 승･패가 불분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당
사국집단 사이의 상호역량에 대한 인식을 ‘균형’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전쟁 이후에도 당사
국들은 서로를 공격적 상대로 보았다. 그 결과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남･북의 안보 경쟁과, 
핵무기 개발 및 국방예산 증강에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한 미･소에서 나타나는 공격적 균형
화 경향을 낳았다.

<표 4> 6･25전쟁 말기 국가 행동

당사국 인식대상 인식조합 행동경향 외교정책

소련 미국

균형-공격적 공격적 균형화 안보 경쟁
북한 한국

미국 소련

중국 미국

다음 사례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살펴본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 기간 중 미･소가 직
접적으로 벌인 마지막 갈등이다. 6･25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쿠바의 사례는 양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인하여 역량의 측정과 판단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미국에 
비하여 소련과 쿠바는 권위주의적 성격의 정권하에 있었는데, 이러한 요인이 미국의 의도에 
대한 오판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미국과 소련이 보다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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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구도를 형성하여, 이전 사례에 비하여 양극 체제로서의 성격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로 인하여 앞선 사례가 전쟁이라는, 균형의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본 
사례의 경우 협상을 통해 세력 균형의 유지에 양측이 모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

쿠바에서 일어난 혁명은 소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소련은 신생 공산주의 국가를 
미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63)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인식하에서 이루
어졌다. 우선 소련은 미국의 군사력이 자국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57년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에 성공한 소련은 자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태
도가 실제 소련이 보유한 전력에 비해 과장된 것이었음은 흐루시쵸프 본인과 측근들에 의해 
증언된바 있다.64) 한편 소련은 미국의 의도 또한 공격적이라 판단했다. 피그스만 침공을 목
격한 흐루시쵸프는 “[쿠바에 대한] 침공이 시작에 불과하며 지속될 것”이라 보았다.65) 쥬피
터 미사일은 소련이 미국의 의도를 공격적이라 판단한 또 다른 요인이다.66) 이러한 인식하
에서 소련은 미국에 대항한 외적 균형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 결과 쿠바 미사일 배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에게 미사일 배치는 그간 소련이 미사일 개발에 앞서왔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어 전략의 일환이었다.67) 소련이 과시해온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소련의 의도를 공격적으
로 해석토록 하였다. 나아가 빈회의의 실패는 이러한 인식의 강화에 기여했다.68) 그 결과 
전임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견지하였던 소련에 대한 인식은 케네디 정권까지 이어졌다.69)

결과적으로 미･소 양국은 방어적 정책을 취했으나 인식의 왜곡으로 인하여 상대의 의도를 
공격적이라 해석했으며, 쿠바 미사일 위기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인식의 균형을 찾지 못
한 결과였다. 다만 역량의 차원에서 미국은 소련과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흐루시쵸프
의 미사일 능력 과장은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 개발된 관측 위성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
다.70)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갖춘 핵전력이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에는 충분한 수

63) Gaddis(1997), pp. 181-183.

64) Gaddis(2010), pp. 101-106; Michael Dobbs. 박수민(역), 『1962: 세기의 핵담판 쿠바 미사일 위기의 13
일』 (파주: 모던아카이브, 2019), p. 72.

65) Gaddis(1997), p. 185.

66) Gaddis(1997), p. 264.

67) Gaddis(1997), p. 241.

68) Gaddis(1997), pp. 253-257.

69) Gaddis(1997), pp. 221-244.

70) Gaddis(1997), pp. 2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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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임을 인식하였다. 이는 소련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균형 상태에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인식 조합에 따라 미국은 소련을 ‘균형 상태에 있지만 공격적인 상대’로 보았다. 
그러한 조합은 미국의 안보예산 증액으로 표출되었다. 1961년 3월 28일 있었던 의회에서의 
예산관련 연설에서 케네디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군사력이 필요
하며, 이는 예산상 제약이 없이 이루어져야”하므로 1962년도 국방예산 증액을 강력히 주장
하였다.71) 이러한 태도는 공격적 균형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쿠바는 미국을 강대하고 공격적인 상대로 인식했으며, 이는 소련의 미사일 기지 설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토록 하였다. 미사일 위기가 있기 전인 1961년 쿠바는 미국이 주도한 피그
스만(Bay of Pigs) 침공을 직면한 적이 있으며, 미국의 추가 침공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었
다. 심지어 쿠바 지도부는 미국과의 결전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72) 이에 카스트로
는 외적 균형화의 일환으로 소련의 지원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미국은 쿠바를 약소하지만 공격적인 적으로 이해하여, 선제공격의 행동 패턴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피그스만 침공이 그 예시이다. 미국은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본 소련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며 쿠바를 신속히 제압하고자 하였다. 피그스만 침공 실패 이후 군부에서 추진했던 노스우
즈 작전(Operation Northwoods)에서 이러한 의도가 드러난다.73) 그러나 미국의 침공은 
오히려 소련의 경각심을 자극하여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표 5> 쿠바 위기 당시 국가 행동

당사국 인식대상 인식조합 행동경향 외교정책

소련 미국 강대-공격적 외적 균형화
쿠바미사일 설치추진

(쿠바 방위목적)

쿠바 미국 강대-공격적 외적 균형화
쿠바미사일 설치추진

(세력균형 목적)

미국 소련 균형-공격적 공격적 균형화 국방비 증강

미국 쿠바 약소-공격적 선제공격 피그스만 공작

쿠바 미사일 위기가 시작되고, 미국이 해상봉쇄를 취하여 무력충돌 가능성이 격화되자 당

71)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Special Message to the Congrss on the Defense Budget.” (196
1. 3. 28)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special-message-the-congress-the-defens
e-budget (검색일: 2021.11.24.)

72) Dobbs(2019), pp.127-140.

73) https://nsarchive2.gwu.edu/news/20010430/northwoo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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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방어적 목적으로 검토되었던 미사일은 양국 지도자에 의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
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의 군사력이 자국에 비해 우월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흐루시쵸프는 
타협적 태도를 보였다.74) 미국도 소련에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핵무기가 초래할 
파괴적 시나리오가 상황을 균형 상태로 인식케 하였기 때문이다.

쿠바 미사일 사태가 냉전에서 유의미한 이유는 본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소련이 핵균형에 
대한 인식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양국은 갈등 과정에서 핵무기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istruction)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흐루
시쵸프가 카스트로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국과의) 투쟁을 죽음과 바꿀수는 없다”고 언급한 
사실,75) 그리고 국가안보위원회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National 
Security)에 설치된 녹음장치에 기록된 케네디의 녹취록은 그가 품은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을 보여준다. 위기 과정에서 양국은 직･간접적 방식의 대화를 통해 핵무기의 상호확증파괴 
가능성에 합의함으로써 상호 역량에 대한 인식의 균형에 이를 수 있었다.76)

의도의 차원에서도 양국은 직･간접적 대화를 통해 상호간의 의도가 방어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쿠바 미사일 철수를 조건으로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하는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했다.77) 대화는 양국이 서로를 ‘균형 상태에 있는 방어적인 상대’로 인식토록 하였다. 
그 결과 우발적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전개되었다. 1963년의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
약(Partial Nuclear Test Ban Treaty)을 시작으로 체결된 일련의 조약들이 이를 보여준다.

<표 6> 쿠바 위기 이후 국가 행동

당사국 인식대상 인식조합 행동경향 외교정책

소련 미국
균형-방어적 충돌방지 노력 핵무기 조약

미국 소련

미･소가 서로에게 지녔던 역량 인식은 각각 균형과 강대로 상이했으나, 갈등이 전개되자 
양측 모두 전쟁 회피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국가가 방어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월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78) 또한 본 사례는 핵무기가 국가들 간 역량에 대한 오판을 줄여 균형의 

74) Dobbs(2019), p. 360.

75) Gaddis(1997), p. 277.

76) Dobbs(2019), pp. 513-520.

77) Gaddis(1997), pp. 269-272; Marshall, Tim. 김미선(역). 『지리의 힘: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
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서울: 사이, 2016), p. 79.

78) Waltz(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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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기여한다는 월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79)

핵무기가 발휘하는 전쟁억지 효과는 핵무기가 지니는 물리적 파괴력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촉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미사일 역량에서 
격차가 있었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케네디 행정부는 미국이 소련에 대하여 우월한 핵무
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소련과의 핵전쟁 발발 시 미국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한 바 있다.80)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완전한 파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으며, 이는 미국에게 핵전쟁이 그 결과는 참혹할지언정 완
벽한 종말을 일으키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가 소련과의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사실은 핵무기의 억지력이 물리적 파괴력과 더불어 그것이 초
래하는 관념적 효과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냉전 시기 미･소간의 인식은 지속적인 부침을 겪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호
전적인 북베트남 정권의 인도 차이나 반도 장악을 우려한 결과 일어난 것으로, ‘약소하지만 
공격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다.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한 통킹만 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으로 밝혀진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81) 이때 소련은 베트남에 개입
하는데 거부감을 보인바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호전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이다.82) 단순한 거부감을 넘어 소련은 베트남 전쟁기간 동
안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
울였으며, 필요에 따라 북베트남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였다.83) 소련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모습에는 우발적 충돌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는데,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
후 형성된 미국에 대한 인식 조합인 ‘균형 상태에 있는 방어적인 상대’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소련의 공격적 의도에 대한 위기의식을 새롭게 고취시
켜, 카터 정부의 외교정책을 전임자의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었다.84) 이 시기 소련에 대하여 
미국이 느낀 인식은 ‘균형 상태에 있지만 공격적인 국가’이며, 공격적 균형화를 추동했다. 선

79) Waltz(1993), pp. 53-54.

80) Dobbs(2019), pp. 374-375.

81) Flanagan(2009), pp. 112-118.

82) Gaiduk, Ilya V. “Soviet Policy towards U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History Vol. 81, No. 
261(January 1996), p. 45.

83) Gaiduk(1996), pp. 49-53.

84) Garrison, Jean A. “Explaining Change in the Carter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Foreign Policy 
Adviser Manipulation of the Policy Agenda.” Asian Affairs Vol. 29, No. 2(Summer 2002), pp. 
94-96; 박인숙. “카터행정부와 ‘봉쇄군사주의’의 승리.” 『미국사연구』 제27집(2008), pp. 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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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유세 당시 국방비 예산삭감을 주장하던 카터가 취임이후 국방비를 오히려 증액한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85) 이와 같은 사례들이 의미하는 바는 인식이 시시각각의 환경, 지도자의 교
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식의 영향을 받는 세력균형 또
한 월츠가 주장한 것에 비해 더욱 역동성을 지니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냉전 말기에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균형 상태에 있다고 믿게 된 양
국이 서로를 ‘방어적’이라 인식한 결과이다. 혹자는 이를 레이캬비크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
과라 주장하였다. 동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이 진심으로 소련을 공격할 의지가 없음
을 확인했다.86) 이를 통해 형성된 양국 사이의 인식 조합인 ‘균형 상태에 있는 방어적인 상
대방’은 협상을 선호하는 행동 경향을 낳았으며, 그 결과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 
Nuclear Force Treaty) 체결, 동독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에 대한 소련의 용인, 냉전의 종식 등에 영향을 끼쳤다.87) 역량과 의도 
두 영역 모두에서 서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된 양국이 인식의 균형을 달성한 것이다. 
그 결과 냉전 말기 소련 지도자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은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되든 군비 경
쟁을 정말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보았다. 그가 “소련이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더라도 아무도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88) 그러한 결심으로 두 국가 사이의 화
해 무드는 무르익었으며 냉전은 종식을 향해 나아갔다.

V. 결론

세력균형이론은 물질 중심적 성격으로 인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역량의 분포 

85) “Carter Is Converted To a Big Spender On Defense Project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9, 1
980.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80/01/29/carter-is-converted-to-a-big
-spender-on-defense-projects/6a04fed3-ca48-433e-a972-cca13bdf83a0/ (검색일: 2021.12. 4)

86) Grachev, Andrei. Khrushchev’s Gamble: Soveit Foreign Policy and the End of the Cold War 
(Cambridge: Polity, 2008), pp. 80-86. 이에 대한 상이한 분석결과는 Wheeler, Nicholas J. and Marcus 
Holmes. “The Strength of Weak Bonds: Substituting Bodily Copresence in Diplomatic Social 
Bonding.”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7, No. 3(September 2021), pp. 
730-752 참조

87) Forsberg, Tuomas. “Power, Interest and Trust: Explaining Gorbachev’s Choices at the End of the 
Cold Wa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5, No. 4(October 1999), pp. 603-621; 
Watson, William D. “Trust, but Verify: Reagan, Gorbachev, and the INF Treaty”, The Hilltop 
Review Vol. 5, No. 1(Fall 2011), pp. 22-39.

88) Cheryaev, Anatoly. My Six Years with Gorbachev (Pensilvania: Pensi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0) pp. 45-46; Gaddis(2010), p. 3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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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접한 연관이 있는데, 본 연구는 해당 개념에 내재된 관념적 속성을 바탕으로 월츠
에 대한 비판에 내재된 편향성을 고찰하였다. 물질적 역량은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필요 조
건이지만 단일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세력균형을 위해 물질적 역량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며, 그것의 직접적 행사는 세력균형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력균형의 유지를 위해서는 물리적･관념적 기제를 복합적으로 요한다. ‘얼마나 강한가’의 문
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강해보이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세력 균형은 물리력의 투사가 아닌 그 배열에 관한 문제이며, 상대에게 이를 어떻게 납득
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월츠 또한 세력균형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인
식하고 있었다. 월츠는 양극체제의 안정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극체제와 비교하는 과정에
서 역량의 계산과 의도의 오판에 관한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월츠가 세력 균형
을 물질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념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가들이 상대의 의도를 해석할 때 방어 편향보다 공격 편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빈도가 보다 빈번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한다.89) 6･
25 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국가들 사이에서는 상대를 방어적이라 인식하는 것 보다 
공격적이라 보는 관점이 우세했다. 또한 국가들은 상대의 역량을 균형 상태에 있거나 강대
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자주 보였는데, 이러한 인식 또한 방어적 행동 경향을 촉진한다. 
한편 국가들은 유･무형의 충돌 이후에 상대의 역량과 의도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보였는데, 
이 또한 기존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90)

본 연구는 그간 저비스나 월트, 슈웰러 등 관념적 요인을 변수화 시키기 위한 노력과 비교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91) 다만 본 연구의 의의는 
그간 월츠에 의해 제기된 비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인식의 역할을 세력균형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이익이나 위
협과 같은 요인을 역량과 의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복합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먼저 제한된 연구사례다. 본 
연구는 6･25 전쟁과 쿠바 미사일 사태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보편적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

89) Waltz(1979); Goldgeier, James M. and Phillip E. Tetlock. “Psych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4(June 2001), pp. 72-73.

90) Wohlforth(1987), pp. 377-378.

91) Jervis(2017); Walt(1987); Schweller(1994), pp. 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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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가 처한 두 번째 한계는 인식의 대상을 역량과 의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행동은 비단 역량과 의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
험으로부터 유래한 감정이나 정체성, 문화적 맥락과 같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92) 특히 냉전과 달리 국가들의 관계가 보다 다변화되고 복잡한 성격을 보이는 우리 
시대의 국제정치에 본 연구의 제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식이나 감정과 같은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을 필요로 한다.93)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한계는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국가 중심적 접근이다. 국제정치에서 지도자와 같은 개인 변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94) 그
런데 냉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개인 변수는 비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엘리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95) 상대 국가가 취하는 행위를 인식
하는 주체가 복수라는 점은 이를 해석하는 과정 또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가 취한 국가 중심적 접근은 이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
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안이론을 표방하는 연구들 중 상당수는 월츠의 이론을 비판하며 출발해 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타당하지만, 이론적 차별점을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물질 중심성을 지나치게 부각
한 면도 있었다. 그 결과 국제정치 이론들 사이에서는 통약 불가능성이 점증하였으며, ‘~주
의(-ism)’로 표방되는 거대 담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었다.96) 그렇기에 월츠 이
론에 대한 편향적 해석이 국제정치 이론의 발전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이 아니
라는 점 또한 사실일 것이다.97)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보다 통약 가능한 국제정치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세력균형은 물리적 역량을 매개로 
상대에게 전쟁의 무익함을 피력하는 정치적 설득 작업의 한 종류이다. 세력균형은 역량의 

92) 예를 들어 Rousseau, David L. “Identity, Power, and Threat Perception: A Cross-National Experiemental 
Stud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5(October 2007), pp. 744-771 참조.

93) 용채영･은용수. “국제정치학(IR)의 감정연구: 비판적 검토와 이론적 제언.”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3호
(2017), pp. 51-86; 은용수. “심리/인지적 연구와 국제관계학.”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4호(2013), PP. 
79-111; 은용수. “국제관계학에서의 감정 (예비)이론화: 집단 감정은 어떻게 유발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2호(2018), PP. 123-144.

94) Byman and Pollack(2001), pp. 107-146.

95) Allison, Graham T. and Philip D. Zeliz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New York: Longman, 1999), pp.255-324 참조.

96) Lake, David A. “Theory is Dead, Long Live Theory: The End of the Great Debates and the Rise of 
Eclectic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3(September 2013), pp. 567-587.

97) Lake, David A. “Why “isms” are Evil: Theory, Epistemology, and Academic Sects as Impediments 
to Understanding and Progres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ey Vol. 55, No. 2(June 2011), pp. 
46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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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와 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소극적 평화 보전을 위한 수단
이자 적극적 평화로의 도약을 위한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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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1년은 방글라데시 탄생 50주년되는 해이다. 반세기 전 남아시아에서 신생국 방글라데
시는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참혹한 전쟁 끝에 탄생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대결하던 인
도와 파키스탄 간에 1971년 12월 발발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방글라데시인들은 ‘방글
라데시 독립전쟁’이라고 부름)은 이전 두 개의 전쟁(1차·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달리 양
국 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가 아닌 동파키스탄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촉발되었다. 1971
년 봄 동파키스탄의 자치권을 주장하던 동파키스탄 주민, 지도부에 대한 파키스탄 군부의 
잔혹한 진압으로 시작된 유혈사태는 인도군이 전격적으로 개입하면서 12월 초에 양국 간의 
3차 전쟁으로 비화하였다. 2주 안에 종결된 이 전쟁에서 인도는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손쉽게 압승을 거두면서 동파키스탄을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947
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인도와 분할독립하게 된 직후부터 파키스탄은 인구, 영토, 경제
력 등 모든 면에서 우세한 인도를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극복하고 대등하게 맞서고자 하
였다. 엄혹한 냉전 초기에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친 한 관계를 원하였고 1954년 미국과 상
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의 차이는 수시로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였는데, 특히 굴욕적인 3차 인도-파키스
탄 전쟁의 패배는 파키스탄이 맺고 있던 미국과의 파-미 동맹이 얼마나 허약하고 파키스탄
의 일방적인 구애에 머물렀는지, 즉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의 방기 위험성이 여실히 증명되
는 사건이었다.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인도-파키스탄의 숙적관계와 파키스탄의 국민건설(nation 
-building) 실패가 주 원인이었지만 미-소 양 초강대국 대결, 숙적 소련의 허를 찌르기 위해 
소련과 급속히 사이가 나빠지던 중국과 대대적인 관계개선에 나서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 
이를 견제하려던 소련의 인도-소련 우호조약을 통한 개입 등 당시 첨예하던 냉전 강대국 
간 힘의 정치가 그 근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소 초강대국 간의 치열한 대결로 
특징지어지는 냉전의 엄혹한 상황에서 인도는 미-소 대결에서 거리를 두는 비동맹
(Non-Aligned)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면서 미국의 의구심을 샀고 미국은 지정학적, 이데
올로기적으로 매력적이던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인-파-미 간 
3각관계는 이후 글로벌 세력관계의 변화와 지역 내에서의 안보환경 변화, 그리고 각국의 국
내정치 사정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었다. 특히 이 3국 외에 아시아의 강대국이자 당시 
소련과 급격히 사이가 멀어지던 중국이 먼저 파키스탄과, 이후 파키스탄의 도움으로 미국과 
관계증진에 나섰고, 이에 맞서기 위한 인도와 소련과의 관계증진에 따라 수시로 3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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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변화무쌍함과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1970년대 초 남아시아의 위기와 분쟁은 ‘강대
국 힘의 정치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으로 특징지어지며 우크라이나, 
대만 등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 간에 격돌하는 최근의 글로벌 안보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1) 그리고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외부 안보위협에 맞서고자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인도, 파키스탄 사례는 글로벌 핵확산과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도 많은 함의
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양국 간 숙적관계의 
발전과 이를 둘러싼 강대국 전략적 이해관계의 변화, 특히 미국 닉슨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
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한다. 이후 강대국 대결정치의 지역 분쟁에 대한 규정
력, 핵확산에 끼친 영향 등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고, 이 전쟁이 현재 국제정치에 주는 함의
를 살펴보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2) 국내에는 인도-파키스탄 분쟁 전반에 걸친 연구가 많지 
않고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부족하다.3) 군사적 대결상태인 국가들
을 숙적관계(rivalry)로 설명한 연구가 최근에 증대하는 추세이지만 인도-파키스탄 관계를 
숙적관계로 분석한 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차 전쟁 
시기의 인도-파키스탄 양국 숙적관계와 당시 중층적으로 얽혀있던 강대국 간의 숙적관계도 
1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아직은 일천한 남아시아 군사관계 연구에 공헌하고자 한다.

Ⅱ.   인도-파키스탄 숙적관계의 생성, 변화, 발전

인도 아대륙(亞大陸, Indian Subcontinent)은 오랜 세월 동안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발
전시켜 온 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변지역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다양한 언어, 문화, 종교, 풍

1)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 W. Norton, 2014, updated 
edition); Colby, Elbridge and Mitchell, Wess, “The Age of Great-Power Competition,” Foreign 
Affairs, Vol. 99, No. 1  (Jan/Feb 2020), pp. 118-130.

2) 특히 당시 미국 닉슨 행정부의 외교행태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 기밀해제된 문서들 분석이 큰 도움이 되었
다. 1971년 인도-파키스탄 간 위기고조와 3차전쟁 당시 외교정책과정과 고위 관료들 간의 사적 대화를 담은 극
비문서들은 국무성의 미 외교관계사 저장 웹사이트와 Aijazuddin, F. S.이 편집한 책과 Sajit Gandhi가 종합한 
웹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다. 2010년에 발간된 Pakistaniaat 저널의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도 Nixon Tapes 
등 극비 1차자료를 적극 인용하였다. 

3) 조길태, 이은구, 고경희의 2004년 논문이 3차전쟁을 파키스탄 국내상황을 중심으로 상세히 다루었으나 당시 미
국의 외교정책, 미-소 숙적관계, 중-러 숙적관계는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길태, 이은구, 고경희, “인도파키스
탄 전쟁과 방글라데시의 탄생” 『남아시아연구』 제9권 제2호, 2004년, pp. 65-137. 2021년에 이진기, 손한별이 
군사적 실패의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활용한 바 있다. 이진기, 손한별, “군사적 실패
와 전략적 적응: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카르길 전쟁을 통한 파키스탄 군사전략 변화 사례” 『한국군사』 제9
호 2021년, pp.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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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발전시키면서도 다양성 내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하였는데 7세기에 발흥한 이슬람 세력
이 10세기 말부터 인도 아대륙에도 진출하면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526년 시작된 무굴
제국 시대에도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실시되었던 간접통치가 그대로 시행되었고 이러한 간접
통치 시스템은 무굴제국을 대신하여 이후 인도 아대륙을 통치하게 된 영국에게도 답습되었
다. 영국은 1601년에 캘커타 지역에 동인도 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를 설립하
면서 활동을 시작하여 주요 왕국들을 서서히 정복, 식민화한다. 정복되지 않은 크고 작은 
토후국들은 번왕국(princely states, 藩王國)의 형태로 내정권만을 부여하고 외교, 관세 등
의 영역은 영국 식민정부에서 주관하게 하면서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이렇게 인도 
아대륙은 수세기에 걸친 영국의 식민화 노력을 거쳐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대영제국에
게 가장 중요한 식민지(the Crown Jewel of the British Empire)로 기능하게 된다. 

영국의 혹독한 인도 식민화와 착취는 오랫동안 다양성과 분절화로 통일된 정치체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인도인들을 각성시키고 영국이라는 강력하고 압제적인 타자(他者)에 대항하
는 인도민족주의의 성장을 가져왔다. 영국은 점차 인도인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하였지만 인
도인들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만큼 보다 원활한 통치를 위해 인도 식민화 초기부터 시행하던 
힌두와 무슬림 간의 차이를 교묘하게 활용한 ‘분할통치’(divide-and-rule)를 적극 추진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인들은 미래 지향적이고 대중적인 민족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를 점차 형성해 나갔지만 한편으로는 그룹들 사이에 이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특히 향후 힌두-무슬림 간에 분쟁의 불씨로 자라게 된다. 1885년에 향후 인도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인도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Party)이 결성되었다. 
1906년에는 무슬림 리그(Muslim League)가 1906년에 창설되어 무슬림들의 이해를 대변
하고자 하였다. 간디의 지도하에 국민회의당은 힌두, 이슬람 등 특정 종교나 카스트에 구애
되지 않고 모든 사회그룹을 포함하는 대중적 운동 기구로 자리매김하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무슬림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다수 힌두인들이 소수 무슬림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우려
가 증폭되었다.

2차 대전 종전 직후 영국은 인도의 독립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가장 큰 문제
는 무슬림 리그가 주장하던 인도 아대륙에서 무슬림들만의 독립국가 건설이었다. 무슬림 지
도자들은 독립 이후 힌두 다수의 인도 아대륙에서 무슬림들 삶과 정체성 유지의 불확실성을 
고민한 끝에 힌두와 무슬림은 역사적으로나 정체성적으로 다른 공동체적 삶을 살아온 두 민
족이기에 인도 아대륙에서 각각의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두 민족 이론(two-nations 
theory)을 주창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었다. 영국 정부, 국민회의당, 무
슬림 리그 지도자들 간 수개월 동안의 험난한 협상 끝에 무슬림이 다수인 펀잡과 벵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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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발루치스탄, 신드, 북동접경지방(NEFP) 등의 지역이 따로 파키스탄으로 독립하기
로 겨우 합의되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벵골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나머지 지역이 수천 마일 
이상 인도를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분리된 채 한 국가로 독
립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는 결국 20여년 후 새로운 비극과 전쟁을 야기하게 된다.

1947년 8월 마침내 인도와 파키스탄 국기가 각각 델리와 카라치에서 게양되었을 때 인도 
아대륙은 이미 공동체 간 많은 폭력과 희생을 감내하였고 수천만 명이 원치 않는 이주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아, 폭력, 질병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
라 인구 다수가 무슬림이었지만 힌두 지배자가 통치하던 주요 번안국 카슈미르를 두고 인도
와 파키스탄은 독립과 거의 동시에 양국 간의 1차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파괴적
이었던 1947년의 분할은 이후 양국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를 깊게 남겼고 양국 간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립과 적대와 불신의 씨앗이 되었다. 또한 
인도 아대륙에서 무슬림들만의 민족국가 형성을 명분으로 탄생된 파키스탄은 국가건설
(state-building), 국민건설(nation-building)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를 사이에 두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간의 필연적인 괴리를 피할 수 없었다.  

〈지도 1: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독립〉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406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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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속된 카슈미르를 둘러싼 대치상황에 유엔과 미국 등 강
대국이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진전은 없었다. 1962년에는 1950년대까지 비동맹운동
(Non-Aligned Movement, NAM)을 함께 주도하며 관계가 좋았던 인도와 중국 사이에 국
경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중국이 인도를 기습공격하며 인도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겼다. 
1965년에는 카슈미르에서 한방을 노리며 승리를 자신하였던 파키스탄에 의해 2차 인도-파
키스탄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에서 인도는 카슈미르 이외의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수평적 확전으로 맞서 결국 양국은 누구도 우세함을 점하지 못한채 국제사회의 압력과 소련
의 중재로 타슈켄트 조약(Tashkent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휴전에는 
합의하였으나 양국 간에 가장 첨예한 이슈인 카슈미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
후에도 양국 간의 군비경쟁과 함께 핵무기에 대한 유혹이 강해져 양국 모두 초보적인 핵개
발 여지를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시도가 또한 서로를 자극하였다.4) 

이렇게 1947년 분할 독립 직후부터 충돌해왔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형적인 숙적관계
(rivalry)의 특징과 패턴을 보여준다. 숙적관계는 국제정치에서 적대하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딜과 거츠(Diehl and Goertz)는 숙적관계 
분류에서 인도-파키스탄과 같이 적어도 20년 기간 동안 6번 이상의 군사적 충돌을 경험한 
숙적관계를 지속적 숙적관계(enduring rivalry)라고 칭하였다.5) 지속적 숙적관계인 국가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안보와 생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행동한다. 딜과 거츠는 더 
나아가 인도-파키스탄 숙적관계는 ‘정치적 충격(political shock)’으로 시작되어 이후 점차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이유로 잠금(lock in) 효과를 거치며 ‘안정화’되어 갈등, 위기, 충돌, 
데탕트가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단속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에 들어
맞는 사례라고 하였다.6) 2차대전 후 양국이 고통스런 분할독립이라는 정치적 충격을 겪었고 
이후 국가 정체성, 냉전의 규정성, 국내정치 등의 영향으로 양국 간의 숙적관계가 고착화,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미 지전략적, 정체성적 중요성으로 인해 양국 간 전쟁을 초래했던 카슈
미르는 이후에도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1971년 전쟁까지 두 숙적이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는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7) 또한 당시 강대국들의 관심과 개입

4)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신현실주의로 바라보는 양국의 핵개발과 안보전략 변화』 (서강대학교 출판
부, 2019), pp. 32-82.

5) Diehl, Paul and Gary Goerts, War and Peace International Rival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p. 44. 이들은 숙적관계를 정기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며 외교정책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적대적인 두 국가 사이라고 정의한다. Ibid., p. 4.

6) Diehl, Paul, Gary Goerts, and Daniel Saeedi, “2. Theoretical Specifications of Enduring Rivalries: 
Applications to the India-Pakistan Case,” in T. V. Paul, Ed., The India-Pakistan Conflict: An 
Enduring Rival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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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도-파키스탄 숙적관계가 지속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당시 강대국들 간에도 숙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중층적 관계가 인도-파키스탄 숙적관계의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였
던 것이다.8) 잘 알려진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간의 치열한 숙적관계 외에 1950년대 중소분
쟁으로 인해 소련과 중국 간에도 숙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9)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소련과
의 숙적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의 숙적관계를 종식하고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발발과 진행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Ⅲ.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방글라데시 전쟁)

전술했듯이 파키스탄의 분할 독립은 신생국가의 영토가 인도를 사이에 두고 수천 킬로미
터 분리된 상태에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펀잡인들이 중심이 된 
서파키스탄과 벵갈인들이 절대 다수인 동파키스탄 간에는 애초부터 인종, 언어, 문화, 역사, 
풍습 등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직 진나(Jinnah) 등 파키스탄 건국의 
지도자들이 내세운 두 민족 이론에 기초하여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동일성만이 양 파키스탄
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느슨하게 결합된 채로 진
행된 국민건설(nation-building)은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벵골인
들이 절대다수인 동파키스탄에 대한 소외와 주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동파키스탄 지
역의 불만이 누적되어 갔다. 의료서비스,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등 모든 경제, 사회적 지표
가 서파키스탄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벵골인들에게 생소하던 우르드
(Urdu)어를 파키스탄의 국어로 지정한 정책은 큰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군부나 행정부 주
요요직에 동파키스탄 출신들은 극히 소수만 임명되었고 동파키스탄의 인구가 서파키스탄보
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동파키스탄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
어 육군 장교의 5%만이 동파키스탄 출신이었고 공무원 조직의 16%만이 동파키스탄인들이
었다. 더구나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국 등 강대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결실도 서파키스

7) Kapur, Paul, “4. Peace and Conflict in the Indo-Pakistani Rivalry: Domestic and Strategic Causes,” 
in Sumit Ganguly and William Thompson Eds., Asian Rivalries: Conflict, Escalation, and 
Limitations on Two-Level Game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67-71.

8) Kapur, Ashok, “6. Major Powers and the Persistence of the India-Pakistan Conflict,” in Paul, Ed., 
The India-Pakistan Conflict: An Enduring Rivalry, pp. 131-155.

9) Dittmer, Lowell, “6. The Sino-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The End of Rivalry?” in Ganguly and 
Thompson Eds., Asian Rivalries, pp. 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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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소외감, 결핍감도 커져만 갔다. 즉 분할독립 이후 서파키스탄 지도
자들은 동파키스탄을 실질적인 내부 식민지로 취급하였던 것이다.10) 

  동파키스탄을 대표하는 정치인 셰이크 무지브르 라만(Sheikh Mujibur Rahman, 셰이
크 무지브(Sheikh Mujib)로 불림)에 의해 조직된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은 동파키
스탄인들의 불만과 이해를 대변하면서 급속히 세력을 키웠다. 무지브는 1960년대 군부 아
유브(Ayub) 정권 체제에서 중앙집중적인 정책이 지속, 강화되자 1966년 6개조항요구(Six 
Point Demand)를 발표하였다. 아와미 연맹은 이 요구에서 연방정부는 국방과 외교만 책임
지고 양 파키스탄이 각자 통화(通貨)를 사용하고 외환관리도 따로 하여 실질적인 연방기능을 
갖춘 국가로의 재편을 촉구하였다. 민주적인 보통선거에 기반한 의원내각제 형태의 정부 출
범과 함께 동파키스탄의 완전자치를 요구한 것이다. 서파키스탄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
고 양측 간에는 긴장이 지속되었다. 1968년 1월에 파키스탄 정부가 무지브를 포함한 여러 
동파키스탄 지도자들이 비 리에 인도와 협력하여 파키스탄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아가르
탈라 음모 사건(Agartala Conspiracy Case)을 발표하며 아와미 연맹 지도자들을 탄압하였
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아유브 정권에 대한 저항이 1968년도에 파키스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점증하던 비판과 정권에 대한 위협을 진정시키기 위해 1969년 2월 
아유브는 무지브가 포함된 파키스탄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에 1969년 3월 아유브가 퇴진하고 당시 군부
의 지도자였던 야히야 칸(Yahya Khan)에게 대통령직이 이양되면서 계엄령 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11) 야히야 정부는 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약속하였던 첫 민주
적 총선거를 1970년 12월에 실시하였다. 선거 직전인 11월 중순 엄청난 규모의 태풍
(cyclone)이 동파키스탄을 덮쳐 23만 명이나 희생되었으나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이나 원조 
노력은 거의 없었기에 동파키스탄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서파키스탄 지
도자들은 군 정보기구의 보고를 믿고 아와미 연맹의 총선 선전 가능성을 낮게 잡았으나 아
와미 연맹은 동파키스탄에 배정된 162의석 중 160석 석권, 그리고 파키스탄 전체에서 
53.3%의 의석을 획득하며 단숨에 제1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서파키스탄에서 제1당이 

10) 고위 장교를 포함하여 많은 서파키스탄 지도자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특정 민족의 용맹성, 우월성과 다른 
민족의 나약함에 대하여 심한 편견을 가졌다. 특히 동파키스탄의 벵골인들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배척하였는
데 아유브는 자서전에서 벵골인들은 인도 인종에 속하여 파키스탄 건국 전에는 진정한 자유나 주권에 대해 알
지 못하며 배타성, 의심, 공격성 등의 콤플렉스를 가진 열등한 그룹이라고 평가하였다. Ganguly, Sumit, 
“Pakistan’s Forgotten Genocide-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2 (Fall 
2014), pp. 170, 176.

11) Sisson, Richard and Leo Rose, War and Secession: Pakistan, India, and the Creation of 
Banglades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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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의 줄피카르 부토(Zulfikar Ali 
Bhutto)는 새롭게 제정할 헌법의 내용에 대하여 무지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대
통령 야히야는 1971년 3월 국회소집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였다. 그 후 야히야-무지브 회
담이 개최되었으나 부토 등 서파키스탄 지도자들이 6개 조항을 사실상 분리독립을 위한 반
란선동이라고 보았기에 6개조항의 관철을 요구하는 무지브와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3월 말 동파키스탄에서 동맹휴업과 총파업이 전개되었고 서파키스탄 정부가 3월 25일 
전격적으로 무지브 등 아와미 연맹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탐조등 작전(Operation 
Searchlight)’을 개시하여 동파키스탄 주민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시작하면서 사실상의 내전
이 시작되었다.

서파키스탄에서 미국산 군용기에 의해 공수된 진압군은 동파키스탄 주민들을 유례없이 강
력하게 진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천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폭력
진압을 피해 인접한 인도로 몰려들었다.12) 당시 인도의 인디라 간디 정부는 국내경제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동파키스탄 난민들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다. 또한 
동파키스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온 지역은 인도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낙살라이
트(Naxalites)로 알려진 마오이스트 게릴라들의 활동으로 정치·사회적으로도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었다.13) 그렇지 않아도 인도 영토를 동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양파키스탄의 존재로 인
해 분쟁 발생시 양 전선에서의 전쟁수행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던 인도 정부는 이 기회에 
무력개입으로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으로
부터 분리독립된다면 파키스탄 지도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두 민족 이론이 얼마나 허약하
고 허황된 이데올로기인지 여실히 보여줄 수 있기에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대응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하였다.14) 

인도 정부는 인도의 동파키스탄 인근 지역에서 동파키스탄 출신 의용군으로 구성된 묵티 
바히니(Mukti Bahini, 해방군)의 장비를 지원하고 훈련시켜 서파키스탄군에 저항하게 하는 
한편 동파키스탄에 대한 인도 정규군의 군사작전을 계획하였다. 전쟁준비를 진행하면서 국
제정서를 유리하게 만들고 특히 강대국들의 이해와 지원을 얻기 위해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수행하였다. 특히 소련을 방문하여 8월 인도-소련 우애와 협력 조약(Indo-Soviet Treaty 

12) Vogler, Roger, “The Birth of Bangladesh: Nefarious Plots and Cold War Sideshows,” Pakistaniaat: 
A Journal of Pakistan Studies, Vol. 2, No. 3 (2010), pp. 28-30.

13) Raghavan, Srinath. 1971: A Global History of the Creation of Bangladesh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pp. 76-77.

14) Ganguly, Sumit, Conflict Unending: India-Pakistan Tensions Since 1947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p.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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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riendship and Cooperation)을 체결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15) 인도와 파키스탄 간
의 세 번째 정규전은 12월 3일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비행장을 포함한 목표물을 선제공
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인도 공군은 즉각 반격하는 한편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인도의 
기갑군이 동파키스탄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여 서파키스탄군을 격파하며 다카로 진격하였
다. 결국 1971년 12월 16일 인도군은 다카를 함락하고 서파키스탄군이 항복하면서 양국 
간의 3차전쟁이 종료되었다. 서파키스탄에 체포되었던 무지브는 1972년 1월 다카로 돌아가 
새로 탄생한 독립국가 방글라데시의 총리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파키스탄에 치욕적인 군사적 패배와 함께 심각한 영토와 인구의 상실을 초래하여 씻을 수 
없는 굴욕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방글라데시 전쟁)을 종결하고자 
양국 대표는 인도 북부의 심라에 모여 협정을 맺었는데 이 심라 협약(Simla Agreement)에
서 양측은 방글라데시 독립을 인정하고 기존의 협약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16) 

〈지도 2: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방글라데시 전쟁) 현황〉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ngladesh_War_1971_Movements.png

15) Sisson & Rose(1990), pp. 184-202.

16) Ganguly(2001), pp. 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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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파키스탄-미국 동맹

1947년 독립 직후 가히 존재론적 위협으로 다가왔던 숙적 인도에 열세였던 파키스탄은17) 
냉전이 심화되던 시기 반공과 반비동맹주의를 표방하며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
다.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상대적 강대국과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자국의 국력을 증
진시키는 내부적 균형(internal balancing) 노력 외에 외부에서 믿을 만한 동맹국을 찾아 
안보위협을 상쇄하려는 외부적 균형(external balancing) 노력도 기울여야 했다. 어느 누
구보다도 파키스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던 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파
키스탄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했다. 또한 미국같은 초강
대국과 맺는 비대칭 동맹(asymmetric alliance) 상황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파키스탄은 강
대국으로부터의 방기(abandonment)라는 동맹 안보딜레마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각오
해야 했다.18) 당시 파키스탄의 생존 가능성에도 회의적이었던 미국은 소련과의 숙명적인 대
결에서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파키스
탄에 원조를 지원하고 관계를 강화하였다. 1950년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모두 초대받았던 
파키스탄의 리아쾃(Lianquat) 총리는 미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며 5월에 성공적으
로 미국을 방문하였다. 1954년 5월에는 양국 간에 상호방위협력 조약이 맺어지면서 파키스
탄과 미국 간에 ‘특별한 파트너십(special partnership)’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소련 봉쇄
전략에서 미국이 건설 중이던 CENTO와 SEATO 모두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였던 파키스탄
은 1950년대 미국의 ‘가장 동맹적인 동맹(most allied ally)’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미국
의 신뢰와 지원을 받았다.19) 

하지만 1962년 중국-인도 국경전쟁 이후 인도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케네디 행정부가 인
도에도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자 파키스탄 정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대인도 군사원조 결정 전에 파키스탄에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했고 군사원조 
규모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여 나중에 파키스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유브 대통령은 인도와의 분쟁 시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안을 찾는 한편 미국의 지원을 압박하였다. 저우언라이 

17) Pande, Aparna, Explaining Pakistan’s Foreign Policy: Escaping India (London: Routledge, 
2011).

18) Snyder, Glenn, Alliance Politics (Itah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181-187.

19) Soherwordi, Syed Hussain, “US Foreign Policy Shift towards Pakistan between 1965 & 1971 
Pak-India Wars,” South Asian Studies, Vol. 25, No. 1 (January-June 2010), pp.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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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1964년 2월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카슈미르에 대한 파키스탄의 입장을 공개지지하
는 등 인도 견제에 공동의 이해가 있던 양국 간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었다.20) 파키스탄은 
1965년 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개시하면서 미국, 중국 모두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양 
강대국 모두 파키스탄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전 때문에 여력이 없던 존슨 행정부
는 인-파 양국 모두에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전쟁 지속 노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인도-파키스탄 간의 중재역할은 주로 소련이 수행하였고 전쟁종식 평화회담
은 당시 소련의 영토 안에 있던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파키스탄과 미국 간에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인도의 인디라 간디 총리를 인간적으로 싫어하였던 닉슨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관계가 개선되었다.21) 이렇게 당시 남아시아는 이미 강대국 간 세력경쟁의 
각축장이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인도-파키스탄의 숙적관계가 고착화되어갔다.

1. 동파키스탄 위기의 전개와 미국의 파키스탄으로의 외교적 기울기(tilt)

당시 미국은 베를린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로 특징지어지는 50-60년대의 극심한 대결관
계에서 벗어나고, 폭주하고 있던 핵무기 개발경쟁의 부담에서 한숨 고르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을 수렁에 빠뜨리며 국내외의 혹독한 비판을 받던 베트남전에서도 명예롭게 발을 빼고
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소련을 견제하고 베트남에서의 철군 부
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급선무로 부각되었다. 특히 1969년 1월 임기
를 시작한 닉슨(Nixon)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닉슨 행정부의 외교안보 문제에 절
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키신저(Kissinger)는 외교정책을 냉전의 미-소 대결 숙적관계 시
각을 중심으로 바라봤으며 당시 심각해지던 중-소 분쟁의 심화를 기회로 포착하였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으로 당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소련의 견제를 위해 
한국전쟁 당시의 교전 이후 관계가 적대적이던 숙적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하던 닉슨 행정부에게 파키스탄은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중국과의 소통을 위해 몇가지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였지만 지리적으로나 인간
적 신뢰의 정도로나 파키스탄 정부, 특히 당시의 군부 지도자이던 야히야가 결정적인 메신
저로 등장한 것이다.22) 1971년 7월 키신저의 극비 북경 방문은 그가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20) Haendel, Dan, The Process of Priority Formulation: The US Foreign Policy in the Indo-Pakistan 
War of 1971 (Westview Press, 1977), pp. 50-58.

21) Soherwordi(2010), pp. 31-34.

22) Agarwal, Ankit, “The US and the Indo-Pakistani War of 1971: A Critical Inquiry,” Indian Journal 
of Asian Affairs, Vol. 27/28, No. 1/2 (2014-2015), p. 22. 미국 정부의 중국 접촉은 1969년에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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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순간 건강이상을 핑계대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상황에서 야히야 대통령
이 모든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당시 닉슨 행정부의 전략적 우선
순위의 성사를 위해 파키스탄의 지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기울기, 편애(tilt)’로 알려
진 미국의 대파키스탄 우호정책이 진행되었다. 문제는 당시 야히야 대통령을 비롯한 파키스
탄의 군부 지도자들이 혹독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닉슨,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 지도자들은 동파키스탄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유혈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야히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공직
에서 물러나 있을 때에도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받은 환대에 감명받았고 이후에도 
파키스탄 지도자들이 중국과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당시 미국 대전략 목표에 결
정적인 공헌을 하면서도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고마워했다.23)

이미 총선 직후인 1971년 2월 22일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국내위기를 분석하면서 위
기 심화 시 남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해에 끼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결론은 파키스탄의 분
열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에 미국이 파키스탄의 통일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
다.24) 전술했듯이 서파키스탄 지도자들과 무지브 간의 3월 중순 협상이 결렬된 후 동파키스
탄 주민들은 대대적인 저항운동에 나섰고 야히야를 비롯한 파키스탄 군부 지도자들은 3월 
25일부터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여 무자비한 학살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다카(Dacca)에 있던 미 영사관 소속 외교관들의 급전을 통해 미국 정부에 신속히 그리고 
자세하게 전달되었다. 주(駐)인도 미국대사 키팅(Keating)도 당시 급박한 상황을 타전하며 
미국이 즉각적으로 이러한 잔혹한 행동을 비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25) 하지만 닉슨 대통
령과 키신저 보좌관은 파키스탄 정부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막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경고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에 분개한 20명의 다카 주재 미 영사관 직원들이 서명하였고 
4월 6일 당시 영사였던 아처 블러드(Archer Blood)의 이름을 따서 ‘블러드 전보(Blood 

1971년 3월 중순 파키스탄을 통해 상호 간의 개략적인 의사가 교환되었으며 4월 6일 전 중국은 주미 파키스탄 
대사를 통해 키신저 초청의사를 전달하였다. Oldenburg, Philip, “The Breakup of Pakistan,” 
Pakistaniaat: A Journal of Pakistan Studies, Vol. 2, No. 3 (2010), p.3.  

23) Kissinger, Henry, White House Year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pp. 849.

24) Memorandum from Dr. Kissinger for President Nixon, 22 February 1971 Secret. in Aijazuddin, F. 
S. selected and ed., The White House and Pakistan: Secret Declassified Documents, 
1969-197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232.

25) U.S. Embassy (New Delhi) Cable, Selective Genocide, March 29, 1971, Confidential, 1 pp. in Sajit Gand
hi ed., The Tilt: The US and the South Asian Crisis of 1971,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No. 79, December 16, 2002.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
3.pdf (검색일: 202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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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gram)’로 알려진 전보를 국무성에 보내면서 적극적인 항의의사(dissent)를 표명하였
다. 이 전보에서 이들은 파키스탄군이 제노사이드로 명명할 수 있는 엄청난 잔혹행위를 자
행하고 있는데도 전략적 이해라는 명분으로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방기하는 미 행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26) 

하지만 백악관과 키신저는 동파키스탄의 상황을 여전히 숙적인 소련이라는 곰을 우리에 
가둘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중국과의 합의라는 대의에 부차적인 이해관계로 보았고 야히야의 
역할을 제한하고 싶지 않았다.27) 당연히 파키스탄의 야히야 대통령은 4월 17일 닉슨 대통
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당시의 소요사태를 파키스탄 국내문제로 취급해 준 미국의 처신에 감
사를 표명하였다.28) 4월 28일 상황이 점차 심각해짐을 인지한 키신저는 닉슨에게 야히야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것을 추천하였는데 이러한 방안이 
미-파 관계에 금이 가지 않게 하고 야히야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지금은 야히야를 너무 압박하지 말라(don’t 
squeeze Yahya at this time)’이라고 메모하였다.29) 닉슨 대통령은 계속해서 ‘야히야는 좋
은 친구’라고 지칭하였고 미국은 야히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그를 당혹스럽게 
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6월 3일 인도 주재 미국대사 키팅과의 대화에서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이 야히야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30) 이
러한 닉슨 행정부의 대남아시아 정책에 대하여 미국 내에 비판적인 여론이 급등하였고, 의
회도 행동에 착수하여 5월 7일에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가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6월 10일에는 두 명의 상원의원이 심각해지던 동파키스탄과 난
민 상황을 근거로 파키스탄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외국원조법(Foreign 

26) U.S. Consulate (Dacca) Cable, "Dissent from U.S. Policy Toward East Pakistan," April 6, 1971, Con
fidential, 5 pp. in Gandhi, The Tilt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8.
pdf (검색일: 2021년 12월 10일). 이러한 현지 외교관들의 비판적 견해에 대해 닉슨과 키신저는 무시함과 함
께 외교관들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 Bass, Gary, The Blood Telegram: Nixon, Kissinger and 
a Forgotten Genocide (New York: Alfred A. Knopf, 2013), p. 116. 

27) Ganguly, Sumit, The Origins of War in South Asia (New York: Routledge. 1986), p. 132.

28) Letter from President Yahya Khan to President Nixon, 17 April 1971 in Aijazuddin(2002), p. 241.

29)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Policy Options Toward Pakistan, April 28, 1971, Secret, 6 pp. in 
Gandhi, The Tilt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9.pdf (검색일: 2021년 
12월 11일).

30) Memcon Kenneth Keating, Henry Kissinger, and Harold Saunders June 3, 1971, (4:00 P.M.). 
Attached to Cover Sheet Dated June 21, 1971, Secret /NODIS, 6 pp. in Gandhi, The Tilt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13.pdf (검색일: 202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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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Bill)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31)

7월에 키신저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 관리들에게 
키신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 인도를 후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물론 중국에게 인도를 압박하라고 부추길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32) 이러한 키신저의 
확언은 1962년 패배의 기억이 생생한 인도관리들에게 큰 안심이 되게 하였다.33) 파키스탄
을 방문했을 때 건강이상을 이유로 칩거하는 척하며 비 리에 북경을 방문한 것은 잘 알려
진 바이다. 키신저와 닉슨은 파키스탄이 제공하는 중국과의 소통채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
각했기에 동파키스탄 상황에 대해 그 자체의 비극적 상태뿐만 아니라 상황악화가 미국이 공
들이고 있던 대중 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따라서 ‘조용한 외
교’를 지속하며 야히야에 대한 비난을 삼갔다. 더 나아가 닉슨 대통령은 8월 7일 직접 쓴 
손편지에서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더 평화로
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야히야 대통령에게 영원히 빚진 것이라고까지 칭송하였다.34) 동
파키스탄에서의 잔인한 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가 
위험에 봉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려 하였고 닉슨 대통령은 고위 안보자문위원
들에게 ‘믿지 못할’ 인도가 난민을 구실로 파키스탄을 두 동강 내려는 음모를 절대 허용해서
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닉슨 대통령은 일부 국가의 정부가 국내에서 잔혹한 인권유
린 행위에 책임이 있다 해도 그런 기준으로 정부를 평가한다면 모든 공산국가와의 외교관계
를 모두 절연해야 한다며 파키스탄 정부의 동파키스탄에서의 행위를 감쌌고 자신의 파키스
탄 ‘편애’를 정당화하였다.35)  

31) Ganguly(1986), p. 132. 특히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 상원의원이 현지도 여러 번 방
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닉슨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주도하였다. Saunders, Harold, “What 
Really Happened in Bangladesh: Washington, Islamabad, and the Genocide in East Pakistan,” 
Foreign Affairs, Vol. 93, No. 4 (July/August 2014), pp. 40; Oldenburg(2010), p. 5-6.

32) Memcon, Dr. Sarabhai, Dr. Haksar, Dr. Kissinger, Mr. Winston Lord, July 7, 1971, (1:10 - 2:50 p.m.), 
Secret/Sensitive, 4pp. in Gandhi, The Tilt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
BB15.pdf (검색일: 2021년 12월 11일).

33) Bass(2013), pp.161-165. 하지만 5개월 후에 키신저는 중국에게 인도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을 권유하면서 
인도의 기대를 배신하였다.

34) Handwritten Letter from President Nixon to President Yahya, August 7, 1971, 4 pp. in Gandhi, The 
Tilt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20.pdf (검색일: 2021년 12월 13일).

35) Memorandum for the Record: The President, Henry Kissinger, John Irwin, Thomas Moorer, Rober
t Cushman, Maurice Williams, Joseph Sisco, Armistead Seldon, and Harold Saunders, August 11, 1
971, Secret, 7 pp. in Gandhi, The Tilt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2
1.pdf (검색일: 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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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미 하원이 파키스탄에의 원조를 중단하는 수정안을 포함한 해외원조법(Foreign 
Aid Bill)을 통과시키자 닉슨 대통령은 이러한 공적인 압력은 역효과만 낳을 뿐이라며 강하
게 비판하였다. 결국 미국의 양원 모두 닉슨 행정부의 대 남아시아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동파키스탄을 둘러싼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파키스탄군의 강압적 군사행동으로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었고 인도로 넘어가는 난민도 급증하였다. 인도 접경에 기반을 
둔 방글라데시 해방군의 활동도 증대되면서 동파키스탄 사태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군사적 개입을 준비하던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견제하
고자 8월 9일 소련과 전격적으로 동맹에 버금가는 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36) 이러한 인도
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고자 미 국무장관 윌리암 로저스(William Rogers)는 8월 11일 주
미 인도대사에게 전쟁을 시작하는 국가에게 모든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37) 
중국과의 소통라인 유지 이유를 포함하여 남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노력도 증가하였다. 8월 16일 파리를 방문한 키신저는 주프랑스 중국대사 후앙줸(Huang 
Zhen)과의 비 회담에서 미국은 파키스탄이 굴욕스럽게 느낄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
른 국가들도 그런 시도를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도에게 인도가 만일 군사
적 행동을 개시한다면 모든 경제지원을 취소할 것이라 경고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는 인도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키신저에 맞장구쳐 주었다. 
또한 키신저는 미국은 국내법과 의회의 견제 때문에 힘들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을 군사적으
로 지원한다면 미국은 이해할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지원을 부추겼다.38) 8월 18일 대통령에
게 보낸 메모에서 키신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분명한 미국의 국익인 상황에서 미국이 동
파키스탄의 분할독립(방글라데시)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만과 티벳 문제로 골치

36) 7월까지도 간디 총리는 소련과의 관계에 대해 어중간한 입장을 가졌으나 키신저의 북경 방문과 키신저가 미국 
주재 인도대사에게 중국이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개입하더라도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직후 소련 존재
의 중요성을 체감하여 우호조약 체결에 적극 나섰다. 소련의 경우도 1969년 중국과의 우수리 국경전쟁 직후부
터 인도와의 우호관계 수립에 나설 정도였다. 따라서 동파키스탄 사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양국 간에는 관
계증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Unnikrishnan, Nandan. “1971: When Delhi and Moscow Come Tog
ether.” August 16, 2021. https://www.orfonline.org/research/1971-when-delhi-and-moscow-ca
me-together/ (검색일: 2021년 11월 17일). 또한 당시 소련의 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해는 미국, 중국 견
제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동맹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도와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들 지역 진출에 대한 유리한 교두보 확보에도 있었다. Ashrafi, Shah Tazrian, “How the Cold War Shaped 
Bangladesh’s Liberation War,” The Diplomat, March 20, 2021. 

37) Chowdhury, Iftekhar Ahmed. 2013. “US Role in the 1971 Indo-Pak War: Implications for 
Bangladesh-US Relations.” ISAS(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Working Paper, No. 165, 
February 15, p. 3-4.

38)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Dr. Henry Kissinger and Amb. Huang Zhen, 16 August 
1971, Top Secret. in Aijazuddin, The White House and Pakistan, p. 2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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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앓고 있는 중국에게 부정적인 함의를 줄 수 있기에 불가하다고 밝혔다.39) 9월 29일 워싱
턴에서 소련 외상 그로미코를 접견한 닉슨 대통령은 양 초강대국이 남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예방하는 상호 이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그로미코는 동의하지만 원인은 파키스
탄의 도발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키신저는 어떻게 군사적 지원도 변변히 제공받지 못
하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도발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그리고 소련이 동파키스탄에 잠입하
는 4만명에 달하는 게릴라들의 활동을 제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오히려 10월 5일 미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가 미국의 모든 대 
파키스탄 경제, 군사원조를 중단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상황의 악화에 대해 키신저
는 미국이 자체 무기금수와 베트남 전쟁, 의회와 언론의 반대로 파키스탄에 지원을 할 수 
없고 중국조차도 문화혁명의 여파로 파키스탄에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도의 공세적 행동이 파키스탄에 굴욕을 안기려는 인도와 중국에 굴욕을 
안기려는 소련의 합작품이라고 보았다. 즉 숙적 소련이 파키스탄을 치욕스럽게 함으로써 미
국이나 중국이라는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의 무용함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인도의 강압적 행위에 미국이 동맹국인 파키스탄을 제대로 지원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추세가 중동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키신저는 우려하였다.40)

동파키스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도의 간디 총리는 외교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
해 한 달여 간(10월 16일-11월 13일) 서구 국가들을 방문하였다. 이 정상외교는 어느 정도 
성공으로 평가되는데 많은 국가들이 인도의 곤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도의 외교적 노력에 대응하고자 파키스탄의 부토
는 대규모 군부 지도자들을 대동하고 11월 5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서 중국 지도
자들로부터 중국은 파키스탄의 주권과 독립을 지지한다는 성명은 이끌어내었으나 파키스탄
의 통일성과 영토적 존엄성 수호에 대한 보장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이는 인도와 소련과의 
우호조약 여파로 중국이 남아시아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인도는 중
국의 주저함을 즉각 눈치챘고 인도가 소련의 후원을 받고 서방국가들에게 향후 행동에 대해 
언질을 준 상태에서 파키스탄이 중국의 확실한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가 좌절되었음을 깨달

39)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Implications of the Situation in South Asia, August 18, 1971, 
Secret, 4 pp. in Gandhi, The Tilt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24.pdf 
(검색일: 2021년 12월 13일).

40) Kissinger, White House Years, pp. 87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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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41) 10월 말 북경과 상해를 방문하여 저우언라이와 회담한 키신저도 11월 초 닉슨 대
통령에게 보낸 메모에서 중국 정부가 파키스탄을 지지한다고 하였으나 그 결의의 정도가 7
월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 키신저는 회담에서 인도가 동파키스탄을 
독립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파키스탄 전체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하였고 저우언라이도 
소련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자신들의 대전략에 맞게 이용하려 한다고 불평하였다. 하지만 
저우언라이는 파키스탄에 대한 더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기를 주저했는데 소련의 외교장관이 
10월 7일 야히야에게 보낸 경고성 편지가 파키스탄에 대한 최후통첩이자 중국의 개입에 대
한 경고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키신저는 생각하였다.42) 또한 11월 5일 중국을 방문한 
부토와 파키스탄 사절단에게 저우언라이는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파키스탄을 도우
러 올 것이라는 언질을 주었는데 파키스탄 외교장관 술탄 칸(Sultan Khan)은 이를 앞서 
10월 말 키신저의 중국 방문 때 키신저가 저우언라이에게 전해준 메시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믿었다.43) 즉 파키스탄이 미국의 개입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1월 15일 메모에 의하면 미 국무부는 부토 사절단의 중국 방문에서 파키스탄 지도자들이 
전쟁 발발 시 중국으로부터 군사력 파병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려는 희망은 접었을 것이
라고 분석하였다.44) 

한편 11월 4일 미국을 방문한 간디 총리에게 닉슨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구호물품 제공, 
파키스탄의 행동 제지, 정치적 해결책 모색 증진 등 파국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미국이 
경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영토해체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
며 인도에 의한 적대행위 개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
다.45) 간디가 귀국한 후 방글라데시 해방군(Mukti Bahini)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기가 

41) Ganguly(1986), p. 127-129. 인도 정부로서는 전쟁 발발 시 중국의 개입이 큰 우려사항이었으나 점차 중국
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력도 의지도 없다고 확신하게 되어 중국과의 국경에 배치되었던 10개 사단 중 6개 사
단을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위해 이동했을 정도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Sisson & Rose(1990), 
p. 216.  

42) Memo from Dr.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11 November 1971, Top Secret;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Premier Zhou Enlai and Dr. Kissinger, 22 October 1971, Top Secret. in 
Aijazuddin(2002), pp. 287-301.

43) Telegram from Amb Farland to Secretary State, 3 November 1971, Confidential. in 
Aijazuddin(2002), pp. 311-313.

44) Memo for Meeting Between Dr. Kissinger and Foreign Secy. Sultan M. Khan, 15 Nov. 1971, 
Secret. in Aijazuddin(2002), pp. 353-357.

4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Nixon and Prime Minister Indira Gandhi, 4 
November 1971, Top Secret. in Aijazuddin(2002), pp. 3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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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었다. 11월 15일에 닉슨 대통령은 파키스탄 외무장관 칸(Khan)과의 대화에서 미국
은 파키스탄을 지원하며 전쟁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46) 하지만 11월 22일에 벵
골 국경지역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에 파키스탄의 야히야는 
전쟁 발발을 직감하며 닉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키신저는 이날을 전쟁의 시작이라고 
간주하였다. 키신저는 여전히 이러한 군사적 충돌의 시작을 남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
려는 인도와 간디의 책임으로 돌렸고, 인도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던 소련이 의도적으로 
부추겼다고 보았다.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려는 숙
적 소련의 음모로 보았던 것이다.47) 11월 23일 키신저와 주유엔 중국대사 황화와의 비 회
동에서 중국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중국의 입장은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파키스탄 후원이지만 군사력 
파병에는 선을 그었다.48)  

전쟁이 임박하자 키신저는 워싱턴 특별행동그룹(Washington Special Action Group, 
WSAG) 모임에서 간디 총리가 전쟁을 오래 전부터 치 하게 준비한 게 틀림없다고 주장하
였다. 12월 2일 미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가 미국의 1959년 양자협약 의무조항을 상기시키
는 야히야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는 미국의 의무사항은 아니
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키신저는 이러한 미국의 무대응이 향후 동맹국들에 대한 심각한 
신뢰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다
며 분개하였다. 마침내 12월 3일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들의 인도 공군비행장에 대한 선제공
격으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시작되었다. 키신저는 고위 관료들과 전쟁책임은 인도와 
소련의 결탁에 있으므로 모든 비난을 인도에 집중할 것을 논의하였다.49) 12월 7일 언론 브

46) Conversation Among President Nixon,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
inger), and Pakistani Foreign Secretary Sultan Khan Washington, November 15, 1971, 4:31–4:39 
p.m.,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E–7, DOCUMENTS 
ON SOUTH ASIA, 1969–1972 at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07/d
154 (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47) Kissinger(1979), pp. 885-886.

48) Memo from Dr.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26 November 1971, Top Secret. in Aijazuddin(2002), 
pp. 382-385.

49) Transcript of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Secretary of State Rogers and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Washington, December 3, 1971, 3:45 p.m.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E–7, DOCUMENTS ON 
SOUTH ASIA, 1969–1972 at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07/d158 
;  Transcript of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Secretary of the Treasury Connally and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Washington, December 5, 1971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E–7, DOCUMENTS ON 
SOUTH ASIA, 1969–1972 at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07/d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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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핑에서 키신저는 인도가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고, 이제 미국은 인도의 
전쟁 확대 기능성에 대해 대비하고자 소련에게 인도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미-소 정
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였다.50) 12월 9일에 열린 워싱턴 특별행동그룹(WSAG) 
모임에서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이 인도의 행위에 더 강하게 대응할 것과 파키스탄의 사정을 
헤아려 파키스탄에 더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51) 닉슨과 키신저
는 인도의 공세적 행동의 배후에 숙적 소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인도의 군사적 목표가 동파
키스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파키스탄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그릇되게 믿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싱가포르에 정박해 있던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 타격전단을 
벵골만에 급파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이제 막 미국이 관계개선에 나서던 중국에게 위기 시 
항상 동맹국의 편에 서는 신뢰할 만한 국가라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었
다.52) 따라서 닉슨 대통령은 12월 9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소련의 농업장관에게 소련이 인
도가 서파키스탄을 공격하는 것을 자제시키지 않으면 미-소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
였다.53) 또한 키신저는 12월 10일 유엔주재 중국대사 황화와의 극비회동에서 앞서 7월에 
인도에 공언한 미국은 중국이 인도를 압박할 것을 부추기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반
대로 사실상 중국의 인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권고하는 발언을 하였다.54) 더 나아가 닉슨
과 키신저는 국내법과 의회의 제지로 파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
를 우회하여 이란과 요르단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 나라의 F-104 전투기를 파
키스탄에 제공할 것을 추진하였다. 12월 4일부터 17일 간의 전화통화 기록은 이들이 이러

(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50) Kissinger(1979), pp. 901-910.

51) Raghavan(2013), p. 240. 12월 8일 대화에서 닉슨 대통령은 키신저에게 중국에 요청하여 인도와의 국경지역
으로 군대를 이동시켜 인도를 압박해줄 것을 지시하고 미 해군 항모전단의 벵골만 이동을 승인하였다. 
Conversation Among President Nixon,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and Attorney General Mitchell, Washington, December 8, 1971, 4:20–5:01 p.m.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E–7, DOCUMENTS ON 
SOUTH ASIA, 1969–1972 at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07/d165 
(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52) Ganguly(1986), p. 134-135.

53) Conversation Among President Nixon,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he Soviet Minister of Agriculture (Matskevich), and the Soviet Chargé d’Affaires 
(Vorontsov), Washington, December 9, 1971, 4:00–4:41 p.m.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E–7, DOCUMENTS ON SOUTH ASIA, 1969–1972 at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e07/d169 (검색일: 2021년 12월 16일).

54) Event Summary by George H.W. Bush, December 10, 1971, 7 pp. at https://nsarchive2.gwu.edu/
NSAEBB/NSAEBB79/BEBB32.pdf in Gandhi, The Tilt; NSC List, Courses of Actions Associated wit
h India/Pakistan Crisis, Top Secret/Sensistive, December 8, 1971, 2 pp. at https://nsarchive2.gw
u.edu/NSAEBB/NSAEBB79/BEBB33.pdf in Gandhi, The Tilt (검색일: 2021년 12월 14일).



냉전기 인도-파키스탄 숙적(rival)관계 발전과 미국의 역할 ❚51

한 비  무기제공 노력을 명령했거나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55)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노골적인 파키스탄 야히야 정권에 대한 편애(tilt)에도 미국의 실

질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었고 미국은 파키스탄군의 전면적 패배를 막을 수 없었기에 인도군
의 승전보를 지켜봐야만 했다. 파키스탄의 경우는 더욱 참담하여 온갖 도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군사적 원조는 도달하지 않았기에 굴욕적 패배를 감수해
야 했다. 물론 당시의 군사력 현황을 볼 때 파키스탄군이 동파키스탄에서 강대국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더라도 패배를 피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56) 

2.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강대국 정치의 교훈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후 인도는 남아시아의 강자 지위를 확고히 하였고 파키스탄은 
절망 속에 생존을 모색하게 되었다.57) 부토 정부 하에서 중국은 여전히 파키스탄의 가장 가
까은 친구이자 조력자로 위치하였고, 국내외적 거센 비판에도 파키스탄에 대한 ‘편애’ 외교
를 유지하였던 미국도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였다.58) 미국과 중국은 닉슨 대통령이 과
거의 숙적 중국을 방문하는 등 대대적인 관계개선에 나서 당시 공동의 숙적이던 소련에 대
하여 대소련 공동전선을 수립하였고 중국은 이제까지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 
재등장하였다. 인도는 전쟁 직전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나 그 이후 소련과 맺었던 평화
우호협력 조약의 덕을 크게 봤기에 소련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
과 소련은 숙적관계였음에도 3차 인도-파키스탄 전개과정에서 놀랍게도 지속적으로 소통하

55) Department of State Cable, Pakistan Request for F-104's, Secret, December 9, 1971, 2 pp. at https:
//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34.pdf;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telligence 
Memorandum, India-Pakistan Situation Report (As of 1200 EST), Top Secret, December 16, 1971, 
6 pp.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79/BEBB42.pdf; National Security Council, 
Notes, Anderson Papers Material, January 6, 1972, 5 pp. at https://nsarchive2.gwu.edu/NSAEBB/
NSAEBB79/BEBB45.pdf in Gandhi, The Tilt (검색일: 2021년 12월 14일).

56) 키신저는 당시 동파키스탄에서 벌어지던 끔찍한 학살을 모르지 않았으나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과의 유일한 연
결선이었기 때문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힘들었다고 변명했지만, 키신저가 파키스탄 정부의 잔혹성에 크게 동요
되지도 않았고 파키스탄이 중국과의 유일한 통로도 아니었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닉슨과 키신저가 항모전단 
파견의 구실로 삼았던 인도의 서파키스탄 침공 계획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은 서술한다. 
Vogler(2010), pp. 33-38.

57)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국력의 비대칭성은 파키스탄이 핵무기 등 비대칭적인 역량을 회복하는 1980년대 중반
까지의 인도 아대륙에서의 장기평화(long peace)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Kapur, “Peace and 
Conflict in the India-Pakistan Rivalry,” pp. 71-73.

58) Telegram 32 From the Embassy in Pakistan to the Department of State, Islamabad, January 2, 1
973, 1048Z,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E–8, DOCU
MENTS ON SOUTH ASIA, 1973–1976 at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
6ve08/d103 (검색일: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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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느 정도 상황관리는 할 수 있었고 이후 70년대 데탕트 시기 핵군비통제를 비롯한 성과
를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59) 당시 냉엄한 냉전 강대국 간 이합집산 속에서 남
아시아 두 국가, 인도-파키스탄의 숙적관계는 강대국들과 동맹, 우호 관계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게 하였으나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비대칭 동맹
(asymmetric alliance) 하에서 강대국으로부터 동맹을 확인(assurance)받기는 대단히 힘
들었고 끊임없이 방기(abandonment)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로 파키스탄은 방기
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굴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핵개발을 이끌었다. 즉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양국의 핵확산에 결정적인 촉매제
가 되었다.

인도의 경우 평화적 핵개발 정책을 고수하다가 1962년 중국과의 전쟁 패배, 1964년 중국
의 핵실험으로 인해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한 후 핵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강
대국의 핵우산 제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1960년대 미국의 우호적 지원에도 
비동맹 노선 고수로 인해 만족할 만한 안보보장은 받을 수 없었다. 1971년 8월 소련과 맺은 
우호조약이 핵시설 선제공격을 포함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었으나 
역시 불완전하였다. 1971년 전쟁에서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막강한 영향력에 좌절
하고 중국의 등장에 불안을 느낀 인도의 간디 총리는 1972년 핵실험 준비를 지시하기에 이
른다.60) 파키스탄의 경우 재래식 전력에서 훨씬 앞선 인도와의 대결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통해 대등하게 맞서고자 하였다. 하지만 1965년 2차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체험하고는 자체 핵무장 주장이 점차 힘을 얻게 되었
다. 3차 전쟁에서의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민족적 굴욕을 막고 영토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개발밖에 없다는데 공감하고 그에 매진하게 된
다.61) 이렇게 파키스탄과 같이 재래식 전력에서 우세한 외부위협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으로부터 동맹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자체 핵무기 개발로 나선 경우가 바로 
북한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이유로 핵개발에 나서게 된 이후 의욕
적인 핵개발 과정에서 지정학적 중요성 덕분에 파키스탄과 북한은 강대국의 보호 또는 묵인

59) Nichter, Luke and Richard Moss, “Superpower Relations, Backchannels, and the Subcontinent,”
Pakistaniaat: A Journal of Pakistan Studies, Vol. 2, No. 3 (2010), pp. 47-75. 

60) Debs, Alexandre and Nuno Monteiro, Nuclear Politics: The Strategic Causes of Prolif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238-258; 김태형(2019), pp. 96-110. 특히 간디 총리가 전격적
으로 감행한 1974년의 ‘평화적 핵실험’은 1971년 전쟁 막바지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기동타격전
단의 벵골만 파견으로 인한 충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진다. Ganguly, “Pakistan’s 
Forgotten Genocide,” p. 178.

61) Debs and Monteiro(2017), pp. 326-336; 김태형(2019), pp. 12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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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었다. 파키스탄의 경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냉전의 
최전선 위치에서 미국에게 막대한 전략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기에 1980년대 핵개발 노
력은 미국의 묵인 속에 추진될 수 있었다.62) 북한의 경우 완충국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덕
분에, 비록 확장억제 같은 안보보장은 없었으나 중국의 암묵적 보호 속에서 파키스탄의 핵
기술을 전수받는 등 핵무기 획득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파키스탄과 북한은 나랑(Narang)이 
강대국 ‘보호 속의 (핵무기) 추구자(sheltered pursuer)’이라고 칭한 핵무기 개발국가의 범
주에 함께 포함될 정도로 핵무기 개발 동인뿐만 아니라 핵무기 획득추진 전략에도 많은 유
사성을 보인다.63) 따라서 이들 국가의 핵확산 원인, 핵무기 획득 과정 사례와 핵보유 이후 
핵대결 상황에서 핵억제전략의 상호변화 등이 면 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은 지역 분쟁의 방향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대
국 힘의 정치의 규정성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이다. 인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었는데도 지속되었던 야히야 정권의 강압적이고 잔인한 진압은 미국의 비호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돈독한 관계인 파키스탄과 전쟁을 벌이기 위
해서 인도 정부는 무엇보다 소련의 확실한 후원을 등에 업어야 했다. 미국과 중국에게 모두 
숙적이었던 소련의 간접적 개입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조바심나게 만들고 상황의 평화적 해
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개선 이유가 최대숙적 소련에 대한 견제와 봉쇄
였기에 이렇게 거대한 전략적 이해를 위해 미국은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
다. 즉 닉슨 행정부에게 중국개방은 워낙 중차대한 일이라 파키스탄을 통해 연결된 통로는 
무조건 사수해야 하였다. 키신저가 7월 극비리에 북경을 방문할 때 그 기착지로 파키스탄이 
핵심역할을 하였는데 키신저 팀은 부재시 생겨날 수 있는 의심을 덜기 위해 파키스탄 방문 
전 인도를 방문하여 이번 순방이 위기가 고조되는 남아시아 주요국가들 방문으로 위기해소
가 주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즉 인도는 단순히 주목적을 숨기기 위해 잠시 들린 곳에 
불과하여 당시 미 행정부에게 인도의 전략적 위치가 얼마나 보잘 것 없었는지를 보여준
다.64) 미국이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던 베트남전의 전개과정에서 이웃 캄보디아로 전선을 
확대시키면서 키신저는 캄보디아가 단지 냉전의 부속물(sideshow)일 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러한 키신저와 닉슨에게 인도, 파키스탄, 동파키스탄도 결국 냉전이라는 거대한 게

62) 미국은 1980년대 초 인도의 파키스탄 핵시설에 대한 예방공격 시도도 좌절시켰다. Debs and Monteiro(2017), 
pp. 345-349.

63) Narang, Vipin, Seeking the Bomb: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pp. 202-235.

64) Bass(2013),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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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하였다.65)   
이 사례는 또한 강대국의 정책이 전략적 우선순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2차대전 후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며 민주주의, 인권, 개방된 경제를 외교
정책의 모토로 한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소련과 공산주의 확산 봉쇄라는 냉전 대전략
에 충실하여 친미 독재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등 인권이나 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가 먼 
행보를 자주 보여주었다. 1971년에도 동파키스탄에서 벌어지던 끔찍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
으면서도 파키스탄 야히야 정권에 대한 편애를 바꾸지 않았다. 효과적인 대소봉쇄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적 전략적 이해라고 간주하였기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였다.66) 탈냉전기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었는데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
전략을 위해 인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권위주의 국가 지원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외교와 규칙기반 질서 추
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전략적 이해의 부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도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67) 

또한 이 사례는 외교정책결정 모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던져준다. 배스
(Bass)의 책을 포함하여 당시 백악관과 그 주변에서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보좌관을 중심으
로 행해졌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담은 극비문서들과 사적인 대화까지 포함한 닉슨 테이프 
등의 생생한 기록들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다. 닉슨은 여러 번의 방문과 오랜 관계를 통해서 야히야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간디 총리를 싫어했고 인도 전체를 불신하였다. 키신저도 남아시아의 
위기가 악화될 때 닉슨의 이러한 기분을 정책에 반영해야 했다.68) 닉슨 행정부의 1971년 
전쟁 시 정책사례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지도자의 개인적 감정과 선호가 강하게 투영된 정책
이 국가의 전략적 이해를 적절하게 반영하기는 힘들다. 당시 미 행정부는 다카의 미 영사관

65) Vogler(2010), pp. 38-41. 

66) 물론 이러한 파키스탄 인권유린 행위 인지에도 불구하고 닉슨 행정부의 파키스탄에 대한 ‘편애’는 지속되었으
나, 파키스탄의 genocide가 미국의 실질적인 군사적, 외교적 지원에 장애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러한 인권에 대한 고려는 미국의 기본 냉전대전략에 대한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파키
스탄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1970년대 카
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지전략적 고려가 더 중시되면서 미군철수 계획
은 백지화되었다.   

67)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한 외교전략 추진에 대해 국제관계의 안정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비판이 현실주의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Mearsheimer, John,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Yale University Press, 2019); 
Walt, Stephen, The Hell of Good Intentions: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68) Saunders, “What Really Happened in Bangladesh,”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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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도 주재 미 대사관이 급전을 통해 파키스탄 정부의 잔혹한 행위를 비난하고 중지시켜
줄 것을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통상적인 소요사태 정도로 평가절하 한 파키스탄 주재 
미 대사관의 보고를 오히려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 현장에서 고생하는 외교관들을 실망시키
고 사기를 저하시켰다.69)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의 형성은 
힘들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이 이미 소련을 적대적 숙적국가로 상정한 냉전대전략에 따라 중
국과 관계개선에 나서는 등 세력균형의 논리에 충실한 전략을 일견 보여주고 있으나, 그 추
진과정에서 맹목적인 파키스탄 정권 두둔과 동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잔혹상황 무시 등 다
분히 감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작 지원하고자 한 파키스탄도 제대로 돕지 못하고 국제적
으로도 크게 신망을 잃게 되었다. 

V. 결론

파키스탄의 국가건설, 국민건설 실패로 촉발된 동파키스탄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악
화되면서 주변국, 특히 인도의 개입을 강제하였고 이러한 남아시아 지역 내의 분쟁은 당시 
복잡한 냉전 대결 구도에서 강대국의 개입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지도자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라는 미국의 책무 방기라는 비난에
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야히야 정권을 계속 지지하였다. 이는 닉슨 대통령의 야히야에 대한 
정서적 교감, 간디 총리에 대한 혐오, 키신저의 냉전 힘의 정치에 대한 집착과 이와 직결된 
중국과의 연결통로 확보를 위한 파키스탄의 결정적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2월 3일 전쟁이 시작되자 이제 가장 전략적 우선순위를 차지한 과거의 숙적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미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동맹국이기도 한 파키스탄이 미국의 지
도자들이 싫어하고 중국에 적대적인 인도에 의해 공중분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새
롭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인 중국에게 미국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숙적 소련과 막 동맹을 맺은 국가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하는 것은 곧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소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위치를 대단히 불리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도 파키스탄의 패배가 확실한 전쟁이 즉시 중단되어야 했다.70) 따라
서 미국은 즉시 유엔안보리를 소집하여 인도의 적대행위를 비난하고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즉각 휴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인도의 우방국인 소련이 비토권을 

69) Oldenburg(2010), p. 6.

70) Oldenburg(2010),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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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고 믿었던 영국과 프랑스마저 표결에서 기권하자 유엔을 통해 파키스탄군의 패배를 
막으려던 시도가 좌절되었다.71)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제공되었던 전투기를 미국 국내
법까지 어겨가며 편법적으로 파키스탄에 제공하려던 노력도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결국 이
러한 외교적 기울기도 파키스탄군의 패배를 막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파키스탄의 절망과 믿
었던 미국에 대한 실망은 이해된다 하겠다.72) 여기에 인도의 소련과의 우호조약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여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방지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양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복잡한 갈등과 협력으로 시작된 3각관계가 냉전 시기 3개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 일으
켜 이들 간의 외교적 숙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중-파 vs. 인-소-동파 의 대립
과 경쟁을 야기하였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 미-중 대립을 중심축으로 미-인 vs. 중-파(-러) 
대립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73) 당시 더욱 강화된 인도-파키스
탄 간의 숙적관계는 국가정체성과 직접 관계있는 카슈미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전
히 종결되기 힘든데다 양국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불안함 속에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렇게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강대국 힘의 정치가 지역 분쟁에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의 엄혹한 냉전 구도에서 남아시아 위기 확산에 강대
국들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기
본 외교적 덕목도 무시할 정도로 전략적 이해 관철에 집착하였다. 이러한 강대국의 압도적
인 영향력과 안보불안감의 증대는 전쟁 직후 인도, 파키스탄 모두 자체 핵무장에 나서게 하
였다. 반세기 전에 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강대국 힘의 정치의 귀환으로 특징지어지
면서 강대국 간 대치가 치열한 현재에도 큰 울림을 준다. 북한 핵위협이 현재진행형인 한반
도에도 핵확산의 원인과 핵개발 과정, 핵무기 보유 이후의 전략발전과 연관하여 인-파 분쟁 
사례는 면 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1) Raghavan(2013), p. 240.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간디 총리의 한 달 가까운 주요 국가 방문을 비롯한 인도 외
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Savar, Praveen, “1971 War: How India’s Foreign Policy Was Key to 
Dhaka Triumph,” Deccan Chronicle, October 20, 2021.

72) Ganguly(2014), p. 178. 

73)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인도의 묵인에 가까운 중립적 태도에서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직전 
시작되어 인도의 전쟁노력에 크게 공헌한 소련(러시아)과의 우호적 관계가 인도가 미국 주도 콰드에 가입할 정
도로 변화한 지금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olm Quinn, “India Makes the Most 
of the Great-Power Bidding War,” Foreign Policy, March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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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causes of the 3rd Indo-Pakistan War in 1971 were the deterioration of the 

Indo-Pakistan rivalry and the failure of Pakistan’s nation-building efforts.  Yet the Cold 

War rivalry between the two superpowers, the US efforts to open up China, and the 

emerging interests of the Soviet Union in South Asia all greatly contributed to the origin,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the war.  In other words, the great power politics of the 

Cold War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local crisis that escalated to a full-scale war.  The 

winner and the loser of the war, India and Pakistan respectively, both initiated nuclear 

development after the war.  Thus, the conflict that happened a half century ago still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day regrading great power politics, nuclear prolife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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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의 장기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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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내전 장기화 요인

Ⅲ. 시리아 내전 장기화 요인 1 : 국제사회의 노력 실패

Ⅳ.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 요인 II : 행위자의 다양성

Ⅴ. 결 론

* 본고는 박승규의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시리아 내전의 지속요인 연구-분쟁(conflict)의 종결 요인을 중심
으로』(2021. 12)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입니다.

** 육군 대위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본고에서는 시리아 내전 초기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여 시리아 내전은 

왜 장기화 되었으며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내전 종결 및 장기화에 

관한 이론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신뢰를 보증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제3자의 역할)’, 

‘행위자의 다양성(거부권자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시리아 내전 초기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1) 시리아 내전 초기에는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재가 제한적이었고, 양측의 

협의안 이행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2) 시리아에 대해 전략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여러 외부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하면서 거부권자로서 역할을 하였기에 종전 

협상을 타결할 수 없었으므로 전쟁이 장기화 되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므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재자는 

또 다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온전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분쟁의 종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분쟁의 갈등 관계를 단순화하고 거부권자의 등장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어:  시리아 내전, 전쟁의 종결, 전쟁의 장기화, 거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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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은 중동의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시리아도 
그 영향에 예외는 아니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 도시 다라(Daraa)의 초등학생 2명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 관련 낙서를 벽에 그린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사실
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위에 대해 알아사드
(Bashar al-Assad) 정부가 강경 진압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무장하고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에 맞서는 형태로 변화했다. 즉, 
반정부 시위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Civil War)으로 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10년 넘게 지속하며 장기화1) 되고 있다. UN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시리아에서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2019년 1월 현재 5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600만 명이 넘는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였다. 많은 수의 난민은 요르단, 레바
논, 터키 등지로 피신하였으며 피난처에서 다양한 사회적, 안보적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
다.2) 게다가 시리아 내전은 ‘신 아랍 냉전’, 대리전의 성격과 더불어3) 종파 간 전쟁,4) 민족 
간 전쟁5)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하고 있다.

시리아는 시아파의 소수 분파인 알라위파(Alawites)가 시리아 인구 중 약 11∼12%에 불
과한 소수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인구의 대부분인(약 75%) 수니파를 약 50년 넘게 
통치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리아 내전은 단순히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1) 잭 리비는 1495년부터 1975년 사이 강대국이 개입된 총 119회의 전쟁 중 어느 한 편에게만 강대국이 있는 경우 
평균 지속기간은 4.4년, 양쪽 모두 강대국이 있는 경우 평균 지속시간은 5.5년이었다고 분석했다. 퀸시 라이트의 
경우 1450년부터 1930년까지 발발한 총 278회의 전쟁의 평균 지속기간은 4.4년이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브랜
트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군의 승리로 끝난 내전의 경우 평균 약 6년, 반군의 승리로 끝난 내전은 약 7
년, 교전 당사자들 간 합의로 종결된 내전의 경우 평균 약 11년간 전쟁이 지속되었다. 위 연구를 종합하여, 본고
에서는 시리아 내전을 ‘장기화’ 된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Patrick T. Brandt, T. David Mason, Mehmet 
Gurses, Nicolai Petrovsky and Dagmar Radin, “When and How the Fighting Stops: Explaining the 
Duration and Outcome of Civil Wars,”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19 Issue. 6 (2008), 
pp. 415-434; 이춘근, 『전쟁과 국제정치』 (서울 : 북앤피플, 2020), pp. 124-125. 

2) Global Conflict Tracker, “Civil War in Syria,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
org/global-conflict-tracker/conflict/civil-war-syria (검색일: 2022. 1. 27).

3) Curtis Ryan, “The New Arab Cold War and the Struggle for Syria,” Middle East Report 262 (2012); 
정상률, “이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중동 국제관계 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4권 제2호 (2014).

4) M. Zudhi Jasser, “Sectarian Conflict in Syria,” PRISM Vol. 4, Syria Supplement (2014); Christopher 
Phillips, “Sectarianism and conflict in Syria,” Third World Quarterly Vol. 36 Issue. 2 (2015); 황병
하, “종파주의 관점에서 본 시리아 사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9권 제3호 (2019).

5) Mekki Uludag, “Syrian Civil War : Important Players and Key Implications,” Counter Terrorist 
Trends and Analysis Vol. 7 No.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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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립을 넘어 그동안 지배층이었던 알라위파와 피지배층이었던 수니파 사이의 종파 대립
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대립 구도로 인해 시리아 내전은 시아파의 수장 이란을 비롯한 
이라크,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시아파 세력이 정부군을 지원하고, 반대로 수니파의 수장 사
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터키 등이 반군을 지원하면서 종파전쟁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복잡한 시리아 내전의 특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종파 간 전쟁으로 복잡해진 시리아
에 전통적인 시리아의 우방국이었던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구세력까
지 개입하면서 대리전(Proxy War)의 양상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북
부에 주로 거주하던 쿠르드족의 세력이 결집하자 터키가 개입하고, 시리아의 내부 상황이 
불안정한 틈을 이용하여 IS가 세력을 크게 확장하자 IS의 활동 저지를 위해 세계 많은 국가
가 IS 격퇴전에 뛰어들면서 시리아 내전은 대리전을 넘어 국제전의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리아 내전에 대한, 그리고 내전의 장기화 원인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리아 내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종파와 민족이 섞여 있는 시리아 반군의 
구성상 특징이 반군의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연구6),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군사력 
차이, 반군 내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혹은 반군의 분열된 투쟁에서 장기화 원인을 찾는 연
구7) 등이 있다. 또한 국내적 문제를 벗어나 국제관계 측면에서 시리아 내전을 분석한 연구
들은 중동 지역 외 국가들(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과 중동 지역 내 국가들(수니파 국가
들과 터키,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상반된 입장이 시리아 내전을 지속하게 한다고 분석
하기도 하였다.8) 그러나 기존 연구들, 특히 국내의 연구는 분쟁 종결에 대한 이론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시리아 내전의 복잡한 국내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을 분석한 데에 머무
르고 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언제, 어떻게 종결될 수 있을 것인가? 시리아 내전이 종결되지 못한 채 
장기화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본고는 내전 종결의 조건에 대한 이론에 주목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하는 전쟁 종결의 조건을 시리아에 적용함으로써 시리아 내전 초기의 상황을 분
석해보고자 한다. 전쟁의 평균 지속시간이 5년 전후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 5년 이내의 
상황은 전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가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 서정민, “내부 갈등과 시리아 사태의 장기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2권 제3호 (2012); Muhammad 
Tayyab, Shahid Ahmad Afridi and Maria Hamid, “Sectarian Divide as a Cause of Protracted 
Conflict: A Case of Syria(2011-2018),”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Journal 
Vol. 4 No. 2 (2020).

7) 김한지, “시리아 내전 장기화 원인 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4권 제4호 (2014).

8) 위의 글; 인남식, “미국과 러시아의 대(對)중동정책 변화 고찰 : 오바마와 푸틴 정부의 지정학적 중동전략을 중심
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1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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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3월부터 IS 격퇴전이 전개된 2014년까지는 각각 다른 국가
들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이라는 대리전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 시기
로, 복잡한 성격을 띠는 시리아 내전의 흐름을 이해하기 좋은 시기이다. 

Ⅱ.  이론적 배경: 내전 장기화 요인

과거부터 전쟁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왜 전쟁이 발생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
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한 주요 동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무기의 발달로 전쟁의 폭력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전쟁의 기간 또한 길어지면
서 전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파괴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자 전쟁의 종결
(termination), 그리고 그 과정으로서 전쟁의 장기화(protraction)나 기간(duration)에 관
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종결 요인을 찾는 연구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9)에 따르
면 국가의 정책결정자는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만약 비용이 전쟁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국가이익보다 많으면 더이상 전쟁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10) 그러나 한
쪽의 동기 상실만으로 전쟁의 종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쟁의 종결은 전쟁 중인 교전 당
사자들이 모두 전쟁 종결에 합의(settlement)하고, 전쟁 종결의 최종적인 상태(end state)
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레이터(Reiter)는 전투의 누적된 결과
나 양측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 그리고 사상자의 수와 같은 전장에서의 정보를 통해 얻은 
힘의 균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양측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전쟁이 끝난다고 주장한다.11) 즉, 누가 강하고 약한지에 대해 교전 당사자가 동일한 판단을 

9) 이 모델에서는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state as a rational actor)로 가정하고, 냉철한 손익계산으로 이익의 극대
화를 시도하는 최선의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행위자로 바라본다. 즉 국가의 정책결정자는 국가이익이 어디
에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아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박재
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서울: 법문사, 2015), p. 25. 

10) William T. R. Fox, “The Causes of Peace and Conditions of Wa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392 (1970), pp. 1-13; Donald Wittman, “How a 
War Ends: A Rational Model Approach,”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3 No. 4 
(1979), pp. 743-763; 정재욱, “전쟁의 장기화 원인에 관한 고찰: 베트남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
구』 제31권 제3호 (2015),, p. 64, 재인용.  

11) Dan Reiter, How Wars End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p. 14-17.; Lewis A. Coser, 
“The Termination of Conflict,”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 No. 4 (1963), p.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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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전쟁은 종결되는 것이다.

1. 제3자의 신뢰 보증 부재

양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종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교전 당사자들 간의 전후 
약속 준수(credible commitments)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독점하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는 종전 합의의 준수를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기에 교전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이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두려움
을 가질 수밖에 없다.12)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 교전 당사자들은 전쟁 종결에 대한 합의
를 거부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대전(absolute war)을 추구하기도 한
다.13) 절대전은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동시에 많은 자원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절대전의 추구는 전쟁의 종결을 막고 전쟁을 장기화 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의 개입이나 평화유지군의 전개와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들은 종전 합의라는 약속을 교전 당사자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수
행하며, 이를 통해 교전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이 약속을 파기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
나 종전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전쟁의 장기화를 막는다.14)

사실 신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전쟁 종결의 방식은 내전 보다는 
국가 간 전쟁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내전은 국가 간 전쟁
과는 다른 전술을 적용하는 데다가, 불균형한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의 개념을 적
용하는데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약속의 문제(commitment problem)는 내전의 종
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국가 간 전쟁과 내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내전 
종결이 합의된 이후 교전 당사자들이 분리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즉, 내전이 종결된 이후 반군은 다시 국가에 통합되어 더는 독자적으로 무장한 세력으로 
남을 수 없어 내전 종결 이후 무장을 해제해야만 하는데, 이는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최후
의 수단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내전 
종결의 합의를 저버리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에 관한 두려움은 내전 종결의 합의 

12) Reiter(2009), p. 22.

13) 절대전의 결과는 상대방 인구의 전멸(annihilation), 상대방 영토의 합병(annexation)과 주권의 소멸
(extinguishing) 그리고 승전국에 의해 조종되는 괴뢰정부(puppet regime)의 수립이다; Reiter(2009), pp. 
25-26.

14) Reiter(2009), pp.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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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반군에게 영향을 미쳐 종전을 어렵게 한다.15) 
그러므로 반군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극복을 위해 제3자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제3

자의 개입을 통해 반군의 보호, 합의 조건의 이행이 보장될 수 있으며, 최소한 새로운 정부
와 군이 형성될 때까지 반군 집단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결국, 교전 당사자 외 제3자가 
종전 협의에 개입되어 있다면 합의를 저버리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며,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16) 반대로 이러한 신뢰를 
보증해줄 수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전쟁의 종결은 어려워지고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2.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

한편, 내전의 교전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기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던 정부군
(government forces)과 이에 대해 무장하고 조직을 형성하여 대항하는 반군(rebel 
gro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내전의 과정 중 이 두 그룹뿐 아니라 반군 내부의 분열
로 인해, 혹은 외국 및 제3의 조직의 개입으로 인해 행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전쟁의 종결을 방해하고 장기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군은 종교적, 민족적인 정체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반군에 의한 내전의 승리 이
후 형성될 정부의 형태나 구조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한다.17) 그런데 반
군 간의 상호작용(rebel group interaction)은 반군 내부의 협력과 갈등을 넘나드는 역학
(dynamics)을 복잡하게 만들어18) 내전이 장기화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19) 또한 복수의 반
군이 존재하는 경우 내전을 종결시키기 위한 협상 진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협상 과정
에 있어 거부권의 행사자(veto players) 등장하거나20) 특정 반군이 내전에서 승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는 제3자가 다른 선호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호를 가진 
행위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상 과정에 있어 이들 간의 의견 차이는 결국 거부권의 행

15) Barbara F. Walter, “The Critical Barrier to Civil War Settl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1 No. 3 (1997), pp. 337-339.

16) Walter(1997), pp. 340-341.

17) 성기은, “내전(Civil War)의 역동성: 반군 집단 간의 상호작용(Rebel Group Interaction),” 『전략연구』 제22
권 제3호 (2015), p. 200.

18) 성기은(2015), p. 198.

19) Fotini Cristia, Alliance Formation in Civil War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21-22.

20) David E. Cunningham, “Veto Players and Civil War Du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4 (2006), pp. 87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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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등장하게 하여 협상을 통한 내전의 종결을 어렵게 만든다.21) 

3. 지도자의 권력 유지

지도자의 변화 역시 내전 종결의 주요 요인이다. 내전이 시작되었을 당시의 국가 지도자는 
내전의 종결보다는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처벌(punishment)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만약 합의를 통해 내전이 종결될 경우 국민들은 국가에 내전이라는 고통
을 가져오게 한 결정을 내린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지도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내전 종결의 합의보다는 전투를 지속하게 된
다.22) 이러한 처벌의 두려움은 정부 지도자를 넘어 반군의 지도자 또한 가지게 되는데, 반군
의 지도자도 동일하게 내전의 종결보다는 전투의 지속을 선택하게 된다.23) 

한편 정권 유지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강할수록 전쟁은 장기화 된다. 정권 유지를 위해
서라면 지도자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
를 통해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소수의 지지를 받고 다수
를 위한 공익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소수의 지지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
는 비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의 경우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협상을 통한 내전의 종결을 시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내전 시작의 책임이 있는 지도자가 교체되고 나서야 끝
나게 된다.24)

요컨대, 전쟁, 특히 내전은 전쟁 당사자 간 신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3국 혹은 국제사회
의 개입이 없거나, 정부군, 반군, 외부세력 등 행위자의 다양성이 증가하거나, 정권유지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강할 경우 종결되지 않고 장기화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아래 장에서
는 위 세 개의 요인 중 두 가지, 즉 ‘신뢰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요인과 ‘행위
자의 다양화’라는 요인을 시리아 내전 초기에 적용하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세 번째 요인

21) Cunningham(2006), pp. 877-878. 

22) Sarah E. Croco, “The Decider’s Dilemma: Leader Culpability, War Outcomes, and Domestic 
Punish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Vol. 105 No. 3 (2011), pp. 457-477; Michael Tiernay, 
“Killing Kony: Leadership Change and Civil War Terminat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9 No. 2 (2015), pp. 180-181, 재인용. 

23) Alyssa K. Prorok, “Leader Incentives and Civil War Outco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0 No. 1 (2016), pp. 70-78. 

24) Feargal Cochrane, Ending Wars (MA : Polity Press, 2008), pp. 104-111; 정재욱(2015), p. 6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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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도자의 정권 유지 의지’는 시리아 내전의 경우 전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이 
이어졌으므로 상수로 간주하고 본고의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Ⅲ. 시리아 내전 장기화 요인 1 : 국제사회의 노력 실패

시리아 내전 초기에 유엔과 아랍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는 시리아에서의 유혈사태와 비인도
적인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들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시리아 내전을 종전으
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2011년 3월 시작된 시리아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시리아 정부와 반정
부 세력 간의 유혈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갔다. 이에 시리아 정부가 강경 진압하며 사망자
가 증가하자 유럽연합은 2011년 5월 9일 시리아 정부에게 민중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혈사태에 책임이 있는 알아사드 대통령을 포함한 13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발표했다.25) 그러나 10월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한 시
리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담은 결의안은26)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채
택이 무산되었다. 11월 12일에는 아랍연맹이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면서 중동 
역내 차원에서도 시리아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안에 대한 지지
를 요구했다.27) 그러나 이 결의안28) 역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무산되었
다. 한편 이후에도 시리아 정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29),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
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30) 유엔과 아랍연맹의 특사가 된 브라히미(Lakhdar 
Brahimi)의 노력으로 시리아 내전 종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와의 회의(Geneva Ⅱ)가 성
사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2014년 1월 22∼31일, 2월 10∼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

25) COUNCIL DECISION 2011/273/CFSP of 9 May 2011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Syria, COUNCIL REGULATION (EU) No 442/2011 of 9 May 2011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the situation in Syria.

26) UN Doc. S/2011/612 (October 4, 2011).

27) The Washington Post, “Syria suspended from Arab League,” https://www.washingtonpost.
com/world/syria-suspended-from-arab-league/2011/11/12/gIQAvqGxEN_story.html
(검색일 : 2021. 4. 29).

28) UN Doc. S/2012/77 (February 4, 2012).

29) UN Doc. S/2012/538 (July 19, 2012).

30) UN Doc. A/RES/67/262 (May 15, 2013), UN Doc. A/RES/67/262 (December 13, 2013), UN Doc. 
S/RES/2118 (September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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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회담을 통해 브라히미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시리아 정부 및 반정부 세력을 
모두 포함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아 시리아 내전을 종결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이 처음으로 같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
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31)  

유엔과 아랍연맹은 코피 아난, 브라히미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특사로 임
명하여 시리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충돌, 민간인을 포함한 대규
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종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요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이 모이는 회의를 여러 차례 주관해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
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통합된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
리아 문제의 해결에 있어 국제사회가 방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국가들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

또한 유엔 내부적으로도 시리아 내전이라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지 않았다. 비록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에서의 유혈사태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담은 결의안이 수차례 채택되기도 했지만, 총회에서의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의 
수준이며, 실질적인 구속력(binding effect)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안은 시리아 내전의 해결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시리아 내전 중재 노력 (2011∼2014)

31) UN News, “UN-Arab League envoy apologizes to Syrian people over stalemate in peace talks,” 
https://news.un.org/en/story/2014/02/461922-un-arab-league-envoy-apologizes-syrian-people
-over-stalemate-peace-talks (검색일 : 2021. 5. 3).

일 시 내 용

2011. 3 시리아 내 반정부 시위 발생

2012. 2 코피 아난, 유엔-아랍 연맹의 시리아 특사로 임명

2012. 3 코피 아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측에 6개조 평화안 제시

2012. 6 유엔, 시리아의 유혈사태를 전면적 내전으로 선언 

2012. 6 시리아를 위한 행동그룹, Geneva Communiqué에 동의 (Geneva Ⅰ)

2012. 8 코피 아난 사임, 브라히미가 유엔-아랍 연맹의 시리아 특사로 임명

2014. 1∼2 국제사회, 시리아 정부, 반정부 세력 간 회의 개최(Geneva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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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aymond Hinnebusch, I. William Zartman, et al., UN Mediation in the Syrian Crisis: From Kofi 
Annan to Lakhdar Brahimi, (New York: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2016), pp. 21-2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역시 실효적이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24조32)에 의거 국제평화의 유지와 안전에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시리
아 내전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를 하지 못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내
전에 관해 채택된 결의안들은 주로 화학무기 사용이나 비인도적인 행위, 알카에다나 IS와 
같은 테러조직 등 국제사회에 있어 보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과 관련된 내용에 국
한되었다. 반정부 세력에 대해 강압적인 진압을 펼치고 있는 시리아 정부를 제재하기 위한 
결의안은 번번이 부결되었으며, 이는 시리아 내전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 
국제사회의 통합된 의견 일치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국제사회의 분쟁에 있어 실질
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러한 행보는 시리아 내전을 해결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의 부재로 이어졌다.

Ⅳ.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 요인 II : 행위자의 다양성

 1. 시리아 내부 행위자의 다양성

내전 종결에 대한 이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는 내전 종결의 저해 요
인이 된다. 시리아 내부의 현상을 살펴보면 시리아 내전의 주요 행위자인 ‘반군’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분열함으로써 내전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3월 시리아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래 시리아 정부는 시위대에 강
압적인 대응을 하였다. 이에 시리아 정부에 대한 반정부 세력의 저항 역시 강경해져, 이들은 
정치·군사적으로 결집해 시리아 정부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29일에
는 시리아 정부군에서 탈영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인 자유시
리아군(Free Syria Army)33)이 창설되었다. 자유시리아군은 창설 초기 시리아의 여러 지역

32)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
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며,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책임하에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다.

일 시 내 용

2014. 4 브라히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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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 중이던 다른 반군들에 비해 조금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던 반군에 불과했으나, 
미국과 서구세력들의 주목과 지원을 받고 다른 소규모의 반군들도 합류하면서 반군을 대표
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 재외 반정부 세력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리아 국민평의회(Syrian 
National Council)라는 조직을 결성했으며, 9월 17일 시리아 국내에서는 국민조정위원회
라는 조직이 창설되었다.34) 시리아 국민평의회는 창설 이후 반정부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조
직으로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재외 조직이
기에 시리아 국내의 국민조정위원회와 자유시리아군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과연 
반정부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12년 11
월 시리아 국민평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정부 세력들이 결집해 시리아 국가연합이라는 
통일된 조직이 결성되어35) 이후 반정부 세력의 대표 조직으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국가연합은 완전한 단일체로 공고화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불안정했다. 알카에다
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과 같은 조직은 시리아 국가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자유시리
아군과 더불어 반군을 대표하는 양대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자유시리아군과 알누스라 전
선은 서로 협력하기가 어려운 이질적인 조직이었다. 자유시리아군은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세속적인 반군으로 분류되어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력들과 특히 터키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
만 알누스라 전선은 국제적인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으로서 미국이나 서구세력
의 입장에서는 반군이기보다는 적대적인 테러조직에 가까웠다. 따라서 알누스라 전선은 시
리아 국가연합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알누스라 전선을 비롯한 13개 무장조직은 시리아 국
가연합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록 자유시리아군이 대표적인 반군 조직으로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받았으나 자유
시리아군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가 존재했다. 자유시리아군은 최초 기존 시리아 정부군에서 
탈영한 병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소규모의 무장조직들을 흡수해가면서 
그 세력을 확장했다. 하지만 자유시리아군은 시리아 정부군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했다. 강

33) 시리아 정부군 소속 공군 대령이었던 리아드 알아사드(Riad al-Assad, 1961~ )를 중심으로 결성한 반(反)정부 
군사조직이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이던 2011년 7월 29일 시민들의 안전 보장
과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는 반정부 군사조직 결성을 발표하며 창설되었다. 2011년 12월부터 시리아국가위원
회에 협력하였고, 2012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결성된 ‘반정부·혁명군을 위한 시리아 국가연합’에 합류하였
다. 이후 단체 내 최고군사기구로 활동하며 합법적인 시리아 반정부 군사조직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주로 전직 정부군 장교 및 병사로 구성되어 있다.

34) 구니에다 마사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40년사,” 이용빈 역, (경기도 파주시 : 도서출판 한울, 2012), pp. 
51-52.

35) 김한지(2014),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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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리더십과 조직력의 부재로 인해 분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자유시리아군
의 중요한 단점이었다. 특히 다양한 출신지역과 성분, 세속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의 충돌 
등은 자유시리아군의 결속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였다.36) 비록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는 
많은 국가들의 군사적인 지원으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할 정도의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기
도 했지만, 조직 내부의 통합성 부재는 결속력을 저해했다.37) 이러한 조직 내 문제는 결국 
자유시리아군 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탈퇴로 이어져, 2013년 11월 22일 7개 이슬람 원
리주의 무장조직들이 모여 이슬람 전선(Islamic Front)을 결성했다. 이슬람 전선은 이후 자
유시리아군과 다른 노선을 이어가면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했다.

IS와 쿠르드족 역시 시리아 내전에 추가된 행위자 중 하나로, 전쟁을 장기화 되게 하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IS의 경우 시리아 내전 초기 반정부 세력으로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했지만, 이들은 반군인 자유시리아군을 공격하기도 하면서 시리아 내전의 양상을 복잡
하게 만들었다. IS는 시리아 내전 초기 알누스라 전선과 같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고 점령지역이 확대되면서 알카에다와 다른 독자적
인 노선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알카에다와의 갈등으로 두 조직은 멀어지게 되
었다. 결국 2014년 2월 알카에다의 수장 알자와히리(al-Zawahiri)는 IS와의 결별을 선언하
기에 이른다. 이로써 알누스라 전선과 IS를 연결하던 알카에다와의 연계라는 부분이 사라져 
시리아 내에서 두 조직은 경쟁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두 조직 간의 전투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38) 

쿠르드족은 시리아 반정부군에 속했다기보다는 자위적 차원에서 무장을 하고 전쟁에 개입
하게 된 경우이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대부분 시리아 북부에 거주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은 정부에 대항하려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 즉 상대적으로 온
건하고 세속적인 자유시리아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 구성된 이슬람 전선, 알카에다와 연
계된 알누스라 전선, 그리고 IS가 혼재되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정부
의 통치력이 약화 된 상황에서 쿠르드족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을 하였다. 대
표적인 쿠르드족의 무장조직으로는 2011년 창설된 민병대인 인민수호부대(People's 
Protection Units, 이하 YPG)39)가 있다. YPG는 시리아 내전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통치력

36) TIME, “Syria’s Secular and Islamist Rebels: Who Are the Saudis and the Qataris Arming?,” 
https://world.time.com/2012/09/18/syrias-secular-and-islamist-rebels-who-are-the-saudis-and
-the-qataris-arming/ (검색일: 2021. 11. 1).

37) 김한지(2014), pp. 70-71.

38) AlJazeera, “ISIL says it faces war with Nusra in Syria,” https://www.aljazeera.com/
news/2014/3/8/isil-says-it-faces-war-with-nusra-in-syria (검색일: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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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해지자 점차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부
터 2013년 사이에는 시리아에서 세력을 강화하려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으로 
대표되는 세력들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기도 했다.40) 그러나 YPG는 2014년 1월 자유시리
아군과 IS 사이에서 전투가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자유시리아군과 협력하여 IS에 대항하
기도 하는 등41) 정부에 대항하기보다는 혼란한 시리아의 상황 속에서 쿠르드족의 생존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대 관계를 변화해 왔다.

이처럼 시리아 내전 초기 시리아 내부에서는 시리아 정부를 제외하고 많은 행위자들이 존
재했다. 물론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여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반정부 세력
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반정부 세력들은 쉽사리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비록 시리아 국가
연합이라는 반정부 세력의 표면적인 통일 조직이 존재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지만, 시
리아 국가연합은 진정한 의미에서 반정부 세력 전부를 포용하지 못했다. 민족, 종교, 종파의 
차이는 시리아 국가연합이라는 이름으로의 통합을 저해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이
익과 목표를 추구하려는 강한 경향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 혼란한 시리아의 상황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려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누스라 전선과 IS의 등장은 시리아 내전의 양
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시리아 내전은 단순히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이라고 설
명할 수 없는, 과연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시리아 내전은 이와 같은 분화된 반정부 세력의 상태로 인해 갈등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즉, 복잡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로 인해 각 행위자별로 다양한 거부권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내전의 종결은 어려웠으며, 내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39) 인민수호부대(人民守護部隊, 쿠르드어: Yekîneyên Parastina Gel, 아랍어: وحدات حماية الشعب    , 영어: People's 
Protection Units) 또는 YPG는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이다. 시리아 내전에서 IS를 상대로 싸웠고, 2017년 
10월에 시리아 민주군(SDF, Syrian Democratic Forces)의 주도 세력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IS로부터 락까
를 해방시켰다. 이 과정에서 YPG의 세력이 커지자, 쿠르드족의 독립에 반대하는 터키가 러시아의 묵인 아래 무
력 공격을 전개하여 터키군 및 터키 지원 자유시리아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40) Ahramonline, “Kurds expel jihadists from flashpoint Syrian town,” https://english.ahram.org.eg/
NewsContent/2/8/76750/World/Region/Kurds-expel-jihadists-from-flashpoint-Syrian-town-.asp
x (검색일: 2021. 6. 9).

41) ARANEWS, “FSA and YPG cooperate against ISIL militants in Syria’s Tel Abyad,” https://web.
archive.org/web/20141008154840/http://aranews.net/2014/05/fsa-and-ypg-cooperate-against-i
sil-militants-in-syrias-tel-abyad/ (검색일: 2021. 6. 9).



74 ❚ 국방연구 65 ‒ 1

2. 시리아 외부 행위자의 다양성

시리아 내전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이란, 레바논(헤즈볼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 외부 행위자가 각각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개입하였다. 그러므로 각각의 이익에 따라 
시리아 정부 혹은 반정부 세력을 지원한 이들의 행보는 시리아 내전을 종파 간 전쟁으로도, 
혹은 강대국의 대리전으로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시리아 내전은 장기화 되었다. 

먼저, 시리아와 전략적 동맹 관계이자 시아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란을 필두로 시아파 
중심의 이라크,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은 시리아 정부를 지지했다. 특히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
라는 시리아 정부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군사훈련을 돕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원했으며, 심지어 시리아 정부의 편에 서서 전투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아파 세력들
의 행보에 당연히 수니파 국가들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같은 중동 
내 수니파 국가인 카타르, 터키 등과 함께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종파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역외 국가로서 미국과 러시아 역시 각각 반정부 세력과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나
섰다. 미국에 있어 시리아는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임과 동시에 미국 최대
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민중들에 대해 강경한 진압과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는 시리아 정부는 타도의 대
상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으로서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리아가 속한 동지중해 지역은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의 동지중해 지역 안보 목표에는 지역 안정성 유지, 이 지역이 테러리
스트들의 온상이 되는 것과 WMD의 확산 방지, 이스라엘의 안보 지원, 경제 성장 및 민주화 
증진 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이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시리아
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했다.42) 이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보부와 함께 2012년부
터 팀버 시카모어(Timber Sycamor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반정부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
고 이들을 훈련시켰으며, 미국은 2013년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이후 자유시
리아군에 경화기, 탄약, 지대공 로켓 등을 지원하였다. 2014년 9월에는 시리아에서의 미군 
작전을 승인하면서 팀버 시카모어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비밀 계획
인 티엔이(Train and Equip) 프로그램을 승인하기도 하였다.43)

42) David S. Sorenson, “US Option in Syria,” The US Army War College Quarterly: Parameters 
Vol. 43 No. 2 (2013), pp. 5-6.

43) Colin Giacomini, “U.S. Support for Moderate Syrian Rebels and Its Implications for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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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시리아와 오랜 기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
였다. 특히 시리아 내 타르투스(Tartus) 항과 라타키아(Latakia) 공군기지는 구소련 시절부
터 러시아의 주요 군사적 요충지로, 러시아는 이들 기지를 통해 지중해와 대서양에서의 미
국에 대한 전략적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또한 시리아는 중동 내 유일한 러시
아의 우방국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중동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확대의 교두보였
기 때문에 쉽게 시리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44)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개입하면서 시리아 내전은 내전, 종파전을 넘
어서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발전해나갔고 이는 전쟁을 장기화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실
제로,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였다. 시리아의 상황 악화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서구 국가 지도자들이 시리아 알아사드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적으로 요구
했으나45) 러시아는 타국의 시리아 정부에 대한 외압이나 제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곧 반대 하였다.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정부에 대한 제재안46)이 
상정되었음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번번이 채택이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대해 서로 상충된 의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중동 역내 국가들도 시리아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을 보였다.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이란은 시리아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의 제재로 석유 수출이 제한되어 정부 재정
에 큰 타격을 입자 2013년 1월에 10억 달러 대출을 단행하였으며, 5월에는 36억 달러의 
석유제품에 대한 신용 연장을 시행했다. 또한 레바논 헤즈볼라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시
리아 정부를 돕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Quds)군을 파견해 
시리아 정부군의 군사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47) 이에 쿠드스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
스탄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조직하여 훈련시킨 후 시리아로 보내 시리아 정부군을 돕게 했다. 

이러한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는 반정부 세력

Security,” Prized Writings (2016), pp. 122-123.

44) Dmitry Adamsky, “Putin’s Syria Strategy: Russian Airstrikes and What Comes Next,” Foreign 
Affairs (2015), pp. 1-2. 

45) ABC News, “Obama Calls on Syria's Assad to Step Down, Freezes Assets,” https://abcnews.go.com
/International/obama-calls-syrias-assad-step-freezes-assets/story?id=14330428 (검색일 : 2021. 5. 
10).

46) 미국의 시리아 제재에 관한 자료는 https://www.state.gov/syria-sanctions/, https://home.treasury.gov
/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syria-sanctions
를 참고, 유럽연합의 시리아 제재에 관한 자료는 https://www.sanctionsmap.eu/#/main/details/32,34/?s
earch=%7B%22value%22:%22%22,%22searchType%22:%7B%7D%7D를 참고.

47) Edward Wastnidge, “Iran and Syria: An Enduring Axis,” Middle East Policy Vol. 24 No. 2 (2017), 
pp.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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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으로 대응했다. 카타르는 2013년 5월까지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 대해 최대 30
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난민과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
졌다.48) 또한 카타르는 아랍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중단했으며, 자
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알자지라(Al Jazeera) 방송사를 통해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발생하
고 있는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했다.49) 사우디아라비아도 카타르와 같이 반정부 
세력에 대해 각종 자금 및 무기를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요르단 국경이나 터키 국경
을 통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크로아티아 등의 국가를 통해 막대한 
무기를 구입한 후 반정부 세력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반정부 세력을 지원했다.50) 

터키는 2011년 3월 시리아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 초기에는 주로 시리아 정부를 비난
하는 정도로 사태에 관여했다. 사실 터키는 최근 몇 년 동안 시리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 대신 시리아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시리아 정부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리아 민중들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자 터키는 반정부 세력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혼란한 중동의 상황 속에
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한 터키는51) 자국의 영토 안에 자유시리아군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자유시리아군을 주로 지원했다.52)  

요컨대 시리아 반정부군의 분열과 다수 행위자의 존재,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역외 국가
들의 내전 개입은 시리아 내전의 종결을 막고 전쟁이 장기화 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상이한 각국의 전략적 이익은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거부권자를 낳을 수밖에 없
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다양한 행위자가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상
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며, 다양한 행위자 간의 갈등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이 더
욱 심해진다. 또한 행위자 간 반복적인 동맹의 형성은 좀 더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48) The Finacial Times, “Qatar bankrolls Syrian revolt with cash and arms,” http://ig-legacy.ft.com/c
ontent/86e3f28e-be3a-11e2-bb35-00144feab7de#axzz6uT2CWD5g (검색일 : 2021. 5. 10).

49) Ramond Hinnebusch and Adham Saouli, The War for Syria: Region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e Syrian Uprising (Abingdon, Oxon, UK :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9), p. 29.

50) The New York Times, “Saudis Step Up Help for Rebels in Syria With Croatian Arms,” 
https://www.nytimes.com/2013/02/26/world/middleeast/in-shift-saudis-are-said-to-arm-rebels
-in-syria.html (검색일 : 2021. 5. 10).

51) Francesco D’Alema, “The Evolution of Turkey’s Syria Policy,” Instituto Affari Internazionali(IAI) 
(2017), pp. 6-7.

52) The American Prospect, “How Important is Turkey’s Support of the Free Syrian Army?,” https://
prospect.org/article/important-turkey-s-support-free-syrian-army/ (검색일 :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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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협상 블록의 등장을 막음으로써 종전을 어렵게 한다.53) 이러한 제한점들은 시리아 
내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종전을 어렵게 하고 전쟁을 장기로 끌고 가게 한 것이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시리아 내전 초기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분석하여 시리아 내전
은 왜 장기화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쟁 초기 4년 여의 시간은 전 세계 평균 전쟁 지속시
간을 고려했을 때 전쟁 ‘장기화’의 중요 변곡점으로서,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이에 내전 종결에 관한 이론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신뢰를 보증해
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제3자의 역할)’, ‘행위자의 다양성(거부권자의 등장)’이라는 두 가
지 요인을 중심으로 시리아 내전에 적용해 보았다.  

 첫 번째 요소인 ‘신뢰를 보증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측면에서, 분명 시리아 내전 
초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시리아 내전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
운데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시리아 내전의 종결을 위한 회의 
개최와 반 인권적인 시리아 정부에 대한 제재안 마련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서로의 입
장 차이로 시리아 내전의 종결이라는 최종적인 정치적 합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재와 양측의 협의안 이행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
문이었다. 이에 서로를 신뢰할 수 없었던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은 내전을 이어갈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변수인 ‘행위자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시리아 내전 초기 시리아에 대해 전략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여러 외부세력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하였기에 전쟁이 장기
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리아 내부적으로도 시리아 정부를 제외하고 반정부 세력 내 상호 
이질적인 조직들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각자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과 반목을 반
복했다. 또한 IS와 알누스라 전선, 쿠르드족의 존재는 시리아 내외부의 여러 행위자의 관계
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미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등 역외 및 주변국들까지 개
입함으로써 종전 협상의 타결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리아 내외부적으로 다
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은 시리아 내전에 관련된 행위자들 간 복잡한 갈등 관계의 

53) Cunningham(2006) pp. 87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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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각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거부권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시리아 내전의 종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리아 내전을 길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상수로 놓고 다루지는 않았으나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한 의지
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시리아 내전 장기화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알아사드는 
공개적으로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권 유지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화학무기 사용을 비롯하여 반정부군에 대해 일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였다. 

시리아 내전의 사례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분쟁의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재자는 
또 다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도록 온전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
한 행위자들의 존재는 분쟁의 종결을 위한 합의에 있어 거부권자를 등장시키는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이라도 분쟁의 종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분쟁의 갈등 관계를 단순화하여 
거부권자의 등장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들 모두의 분쟁 해결을 위
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혹하고 비정하기만 하다. 권력이 제일 우선의 가치인 현
실정치(Realpolitik)에서 평화로운 사회의 건설은 헛된 꿈처럼 보인다. 10년간 시리아 내전
을 지켜본 많은 학자들은 시리아 내전이 현실정치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ultimate) 사례라고 말하곤 한다. 장기화 되고 있는 전쟁 속에서 인구 대다수는 평생의 삶
을 전쟁과 피난 속에서 살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을 품기 어려운 실정이
다.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내전 개입 국가들의 양보, 재건 지원을 통해 이 긴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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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응답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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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도 변수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나이, 재정적 만족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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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확인하

고,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부처가 이주민, 테러와 관련한 제도를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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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는 자본과 기술의 초국경 이동뿐 아니라 인구의 이동도 증대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증대된 인구이동의 유형으로 더 나은 생활 또는 교육을 위한 이민과 함께 본국에서의 정치
적 사회적 탄압을 피하는 난민 또한 포함된다. 대한민국은 기존 1970-80년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해외로 이민을 보내는 나라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착국의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력 유입 후 정
착 등의 다양한 정착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한편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었다. 테러리즘
이란 사회 전체에 공포를 유발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비정상적 수단과 과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Schmid, Jongman 1984). 테러는 1968년 팔레스
타인 해방기구(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PFLP)가 이스라엘 여객
기를 납치한 기점으로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
즘이란 ‘뉴테러리즘’ 으로 정의된다(박준석 2009). 한 국가의 국경을 넘는 초국가성과, 그물
망 조직의 양상을 통한 추적의 어려움, 그리고 테러의 대형화를 통한 정치 체제의 부담 등이 
특징으로 거론된다. 이후 2011년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양상으로 유럽의 외로운 늑대
(Lone wolf) 테러 활동이 두드러졌다. 상당수의 이주민이 정착한 서구 유럽 사회에서 이민
자 2세 등의 단독 테러 범행이 일어나 이주민들의 사회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도 하였
다.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면 국가
안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소위 말하는 ‘예멘 난민 사태’가 일어났다. 사증 면제 구역인 제주
도를 통해 수백 명의 예멘인이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이 이전에는 경험
하지 못한 대규모 이주민들이 입국한 사건이다.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률이 이전
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거나, 예멘 난민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기 이르지만, 현재 한국에 인도적 체류 자격을 갖고 생활 
하는 예멘 난민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 및 일부 종교 세력에게서 
보이는 양상은 난민을 테러 위험을 내재한 사람들로 판단하고 타자화하는 등의 행보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멘 난민들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빗발
쳤고, ‘테러’라는 실체 없는 연결고리로 이주민들을 엮은 불안심리를 내재한 기사 보도 또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구출한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알려졌
듯 정치적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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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지, 실제로 여론이 이주민들을 테러리즘의 주체로서 인지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민자 유입과 테러리즘에 관한 인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테
러방지법과 기본권 제한 등 법리적 측면에서의 대한민국의 테러 정책을 연구(신소영, 정제
용, 2018), 그리고 위기관리 측면에서의 대한민국의 對테러 정책 연구(김진욱, 2015) 등이 
대한민국의 안보정책 측면에서의 수행된 테러리즘 관련 연구이다. 국민의 이민자에 관한 인
식 연구로는 1,000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이민자 수용인식을 분석한 부산대학교의 ‘전국 다
문화 의식조사’가 있다(박경돈 2019). 

따라서,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주민을 테러 위험의 
요인으로 바라보는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인과성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살펴보는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실증 연구는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검
증 가능한 증거를 사용하는 연구 방법론의 한 종류이다. 즉, 연구 변수에 대한 선입견에 의
존하는 이론적 연구와 달리, 해당 연구는 관찰 또는 과학적 데이터 수집 방법을 통해 얻은 
증거에만 의존한다.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는 후에 기업, 정책입안자들의 결정을 
도울 수 있다(Hooper, Larsson  2015).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
한 정책적 분석 및 구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Ⅱ. 분석틀 및 선행연구

1. 인식 수준에서의 선행연구 분석틀과 본 연구의 목적성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당사국인 미국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계
되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대중들의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었으며, 학계 및 
정계에서도 해당 사건에 따른 반응이 수반되었다. 국제정치학적으로는 해당 테러 사건은 기
존 국가행위자 단위 분석 체계에서 테러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 단위 분석으로 세분화되
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즘
은 국민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며, 실질적 또는 잠재적 테러위협은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변화에 중요한 변수이다(Huddy et al. 2005). 테러리즘은 또한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써 인
식되는데, 이는 자국민 우선주의, 편견, 정체성 강화 등이 수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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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존재한다(Hellwig and Sinno 2017; Hitlan et al. 2007). 허디의 연구에 따르면
(Huddy et al. 2002), 9/11테러는 미국민들에게 유의한 수준의 불안감과 공포를 불러일으
켰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테러 이후 서양 국가들에서 무슬림을 향한 차별과 편견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Allen and Nielsen 2002; Echebarria-Echabe 
and Fernandez-Guede 2006; Sheridan 2006). 외국인혐오(Xenophobia)와 이슬람 혐
오(Islamophobia) 인식이 국가 내부 수준에서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스웨덴의 연구
(Aslund and Rooth 2005), 그리고 이민 수용률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는 결과
를 도출한 독일의 연구(Noelle-Neumann 2002)도 존재한다. 상기한 인식연구를 통해 서
구권 국가들에서는 9/11테러와 이에 따른 불안감과 공포가 증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
의 인식수준에서 대체적으로 이민자들을 향한 경계와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01년 이후 9/11과 같이 국가 외부 행위자로 인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지
만, 국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민, 특
히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서구권에서는 테러
리즘이 이민자 수용에 대한 자국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어왔으며 해당 연구들이 정책 입안 및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한민
국에서는 해당 문헌 고찰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민자를 테러리즘의 원
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을 크게 세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 대한민국에서 이주민
들과 테러리즘을 바라보는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미디어적 요인, 그리고 이주민을 향한 전반적인 
국민 정서적 요인을 고찰할 것이다. 

2.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 중 이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정치적 입장이 보수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민 문제에 대해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바로 선택적 이민 정책이다(엄한진 2006). 캐나다와 독일, 그리고 이
탈리아의 사례로써, 자국에 유리한 이민, 특히 고학력 등 능력 위주의 이민을 통해 자국에 
유용한 인재들만 선별해서 받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선별을 통하여 이주민들의 무분별
한 유입을 원칙적으로 막고, 고급인력과 저급인력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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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으로써 이주민을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보수 성향일수록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9/11직후 공화당 정권에서 미국은 이민자 관련 법률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아랍인, 무슬림 그리고 동남아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체포, 심지어 구금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Stein 2003).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서구권 특히 미국처럼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보수
화된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테러리즘과 연관을 짓는지 인식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과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Yoon, Song, 
Bae 2008)에서,  정치적 성향은 보편적 사회 가치(Universalistic social value)의 하위 
변수 중 하나로 연구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대한 분석을 위
해 사용한 데이터(KGSS 2003)에서, 한국인들은 본인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2.2%였으며, 중도가 25.4%, 그리고 진보가 24.6%였다. 이어 2004년 데이터에서는 보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 34.6%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요인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이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더불어, 민족주의
적 성향을 가진 국민도 같은 성향을 띌 것이라고 가정한다.

민족(Nation)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 중 ‘특정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지향하고, 대내적으로 국민주권의 원칙을 추구하는 정치적 공동체 즉, 국민(이대희 2015)’ 
이라는 개념이 현대적 의미의 민족이다. 한국에서의 ‘민족’의 개념은 구한말 독립협회 운동 
이후 역사의 주체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박찬승 2008). 이후 일제강점기 국민국가 건설
의 주체로서 ‘민족’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 
민족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홍태영 2020). 반공주의와 발전주의, 화교들에 대한 차
별 정책을 기반으로 보수 세력들이 국민보수주의의 틀을 형성해왔다. 민족주의
(Nationalism)의 하위 분류로써 국민보수주의(National Conservatism)는  국가 내 집단
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강력한 반 이민정책을 추구한다. 이들은 국
민공동체 외부의 이민자들을 국가시스템 내 복지비용의 무임승차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국민일수록,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고 
가정함으로서 실제로 민족주의 변수가 반 이민정책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작
업이 필요할 것이다.

3.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적 요인

언론은 특정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보도라는 수단을 통해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는 ‘프레이밍 효과’ 라고 통칭하는데, 특히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시각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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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는, 수용자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설명되었다(Fiske, Taylor 1984). 
프레이밍 효과를 통해 어떤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뿐 아니라 정치적 행동 및 신념의 변화 
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주민은 이주한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데, 언론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해 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Bacon 2001). 이것이 바로 ‘프레이
밍 효과’ 의 부정적 인식 강화 측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노동현장, 동정의 프레임, 인권 프레임 등으로 설명된다(백선기 2005). 이러한 프
레임은 소수자들을 하위계급화 하고 기존 국민과 이주민 간 관계를 이항 대립적으로 규정한
다(신기섭 2006). 특히 공론의 장에서 정체성이 다른 집단을 사회위협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다룬 실증 연구들은 프레이밍 효과가 사회 갈등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Jan 
and Shah, 2020; Hellwig and Sinno, 2017).

한국 사회의 미디어와 관련한 국민 인식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테러 위험에 대한 인식 연
구를 보도의 심리적 서술 강도와 예시자료의 유형에 따라 분석한 연구(이인영, 2016) 가 있
다. 해당 연구는 국민의 테러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위험인식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국민의 해석 수준과 언론의 프레이밍 효과가 이
주민들과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상관관계에 언론의 서술 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미디어와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한국에 거주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
향과 인식 연구가 있다(임양준 2012). 국내 거주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시 
사용되는 언어 및 사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의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키려면 객관적 언론보도 및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에 온 이주민과 테러리즘을 연결 짓는 편파 보도의 사례로 예멘 난민 사태 관련
한 언론 보도들이 있다. 이 예시들은 노골적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며 테러리즘을 활용하
였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에 따르면(기독교포털뉴스 2018), “대한민국, 난민 신청 집합소 
돼선 안돼” 라는 내용 하 난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가 더욱 중요하며, 난민들은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그들의 국적과 종교가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논조로 뉴스앤조이 기사에 따르면(뉴스앤조이 2018), “무
슬림 난민, 사랑보다 분별이 먼저” 라는 제목 하 무슬림 난민들은 이슬람 전파에 앞서는 가
짜 난민이라는 담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최근 2021년 ‘미라클 작전’ 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
니스탄 난민에 대해서도, “아프간 난민이 우리 법 아닌 이슬람법 따른다면?” 이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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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계가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보도되었다(기독일보 2021). 
따라서 한국의 미디어는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이민자를 향한 부정적인 프레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 본 연구는 미디어 노출 빈도와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4.  이주민을 향한 국민 정서적 요인

정치적 성향과 민족주의에 대한 연결성 이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주민에 대한 수용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확인해 봐야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 연구
로는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 및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이 국민들의 다문화 수
용성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남보영, 홍이준 2021)가 존재한다. 해당 연구
에서는 대중 매체를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을수록 피상적인 직접 접촉의 상황에서 다문화 수
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타 인종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민자 외국인 수용 여부’에 대한 
인식은 위와 같이 대중매체, 지역 거주, 그리고 다문화 입법 등 세 가지 중요한 축으로 대한
민국 국민들의 이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 또한 본 
연구의 변수 중 하나로써 사용될 것이다. 

Ⅲ. 데이터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테러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 자료를 활용하였다(WVS, Haerpfer, et al., 2021).  WVS는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실시되는 국제적 공동조사연구단체로, 전 세계 사람들의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적 가치에 대해 과학적, 학문적 연구를 수행한다. WVS의 주된 목적은 변화하는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국가의 
표본은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여 수집된다. 자료수집 방식으로는 대부분 면대면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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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o-face survey)을 이용하며, 전화, 우편 그리고 웹 조사 방식도 사용된다. WVS자료
는 100개국 이상의 횡단면 자료뿐만 아니라 7개의 Wave로 이루어진 종단면 자료로 각 
Wave는 5년 간격으로 수집된다. 총 종단면 자료는 Wave 1 (1981-1983) 에서 Wave 7 
(2017-2020)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2018년도 제주난민사태를 포함해 한국사회에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후의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최근 자료인 
Wave7 (2018)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데이터는 WVS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1) 

2.  변수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데 
어떠한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Q126의 “선생님께서는 
이주민들이 테러 위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해당 질문의 응답으
로는 “동의한다”, “말하기 어렵다”, “동의하지 않는다”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
가 이항 분류일 때 사용되는 모델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했기에, 기존 3문항으로 이루
어진 응답을 1: 동의한다, 0: 동의하지 않는다 로 재코딩하였다. 나머지 “말하기 어렵다” 응
답은 결측치 처리했다. 독립변수에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주민 인식 결정요인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던 특성들을 참고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 정치적 특성, 미디어 특성 그리고 
이주민을 향한 국민정서요인으로 분류했다. 아래 <표 1>는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를 정리한 표다.

<표 1 : 변수 정의>

1)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변수 값

종속변수
이민자 

테러위협 대상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내 

테러위험을 증가 시키는가?
1= 네,  0= 아니요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여 1= 남, 0= 여

나이 현재 나이 연속형

교육수준 최종 학력 수준 *9점 리커르트 척도

고용형태 현재 고용상태 여부
1= 일하고 있다, 

0= 일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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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교육 받은 적 없음,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 기술 학교 수강(비정규), 5: 

전문대학교 졸업, 6: 대학교 졸업, 7: 대학원(석사) 졸업, 8: 대학원(박사) 졸업

 ** 1: 대단히 불만족, 10: 매우 만족

 *** 1: 진보, 10: 보수

 **** 1: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4: 매우 자랑스럽다

***** 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2: 몇 개월, 3: 매월, 4:매주, 5: 매일

고용형태 변수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의 유의성을 
보고자 WVS의 기준에 따라 풀타임(주 30시간 이상), 파트타임(주 30시간 이하), 자영업 값
을 1인 일하는 집단, 은퇴, 주부, 학생 그리고 실업에 속하는 국민은 0인 일하지 않은 집단으
로 이항 분류했다. 지역 변수의 경우 행정 구역 별 이민자의 인식의 차이를 보았다. 17개의 
행정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변수 값

재정 만족도 가정의 재정 상태 만족도 **10점 리커르트 척도

지역
행정 구역 별 

설문 조사 지역

가변수: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기준변수:부산)

정치적 특성
정치 이념 진보/보수 여부 ***10점 리커르트 척도

민족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4점 리커르트 척도

미디어 특성
TV 뉴스 시청 빈도 TV 뉴스 매체 시청 빈도 *****5점 리커르트 척도

SNS 이용 빈도 SNS 이용 빈도 *****5점 리커르트 척도

이주민을 향한 

국민정서

타 인종 수용 여부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지에 대한 여부

1= 받아들이기 싫다,  0= 

받아들여도 좋다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수용 

여부

이민자/육체노동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지에 대한 

여부

1= 받아들이기 싫다, 0= 

받아들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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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요인 기술통계 분석2)

전체 표본에서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막대그래프로 
구현했다.3) 총 743명 중 311명(41.9%)의 응답자가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
며, 432명(58.1%)의 응답자가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래프 1 : 기술통계 분석> 

4.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이주민을 테러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사회인구학적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나
이, 교육수준, 재정적 만족도 그리고 정치 성향 변수들의 경우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
로 바라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이주민을 테러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집단의 빈도가 각각 약 
6%, 9%로 더 높았다. 고용 형태의 경우 일하는 집단에 속한 집단이 일하지 않은 집단에 속
한 응답자보다 이민자가 테러위협을 증가시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 값은 평균(표준편차) 혹은 빈도수로 표기함

3) 1: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집단, 0: 그렇지 않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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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이민자를 테러위협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주민 

테러위협 대상 

인식 여부

성별

나이 교육수준

고용형태

재정적 만족도
남성 여성 일하는 집단

일하지 않는 

집단

인지 21.1% 20.7%
44.8

(15.5)
4.1(1.6) 28.3% 13.6% 6.2(1.5)

불인지 28.7% 29.5%
46.3

(14.9)
4.1(1.6) 40.7% 17.5% 6.0(1.4)

5.  정치적 요인의 기술 통계 분석결과

이주민을 테러위협으로 인식여부와 국가 안보적 특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민족주
의 변수의 경우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값이 약 5로 두 집단 모두 중도의 성향을 보인다. 타 인종과 
수용 여부 변수와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수용여부 변수의 경우 다른 인종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집단의 빈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빈도보다 약 50% 높은 반면
에 이민자/외국인 수용 집단에서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
은 집단 간에 차이는 약 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 이민자를 테러위협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른 정치적 요인 >

정치적 요인

이주민 

테러위협 대상 

인식 여부

민족주의 정치성향
타 인종 수용 여부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수용 

여부

불수용 수용 불수용 수용

인지 2.9(0.0) 5.4(0.1) 20.3% 79.7% 13.5% 86.5%

불인지 2.9(0.0) 5.1(0.9) 22.7% 77.3% 16.0% 84.0%

6.  미디어적 요인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이주민을 테러위협으로 인식여부와 미디어 특성간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TV 뉴스 시청 
빈도 변수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가 없으며 SNS 이용 빈도 변수의 경우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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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값이 0.2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선행연구
와 달리 ‘미디어의 노출 빈도 가 높은 국민일수록 이주민을 테러위협으로 바라볼 것이다’ 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이민자를 테러위협 대상으로 인식하는 여부에 따른 미디어적 요인>

미디어 특성

이주민 테러위협 대상

인식 여부
TV뉴스 시청빈도 SNS 이용빈도

인지 4.7(0.7) 2.5(0.1)

불인지 4.7(0.6) 2.7(0.1)

7.  국민정서적 요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이주민을 테러위협으로 인식여부와 국민정서적 요인간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타 인종 수
용 여부 변수와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수용 여부 변수 모두 수용을 지지하는 집단의 비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50%높게 나타났다.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여부
의 경우 테러위협으로 인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2%높게 나타났다.

<표 5 : 이민자를 테러위협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른 국민정서적 요인>

국민정서적 요인

이주민 테러위협 대상         인식 

여부

타 인종 수용 여부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수용 여부

불수용 수용 불수용 수용

인지 20.3% 79.7% 13.5% 86.5%

불인지 22.7% 77.3% 16.0% 84.0%

IV. 분석

1.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 하는지에 대해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로 이루어진 이항 분류로 나타난 범주형 변수로,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며 
이항분류 일 때 적합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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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특정 사건(event)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가 특정집단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은 
여러 요인을 찾을 뿐 아니라 해당 결과에 독립변수 요인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측
정 가능하다(Tolles 2016). 또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선형성을 
가정하지 않으며, 오차에 대한 정규분포 가정과 등분산 가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에 적합한 모형이다(Pedhazur 1997).

해당 모형을 통해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확률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주민을 테러위협으로 바라보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 변수의 상대적 효과는 승산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승산비
가 1보다 크면 설명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발생 확률(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인지)이 
증가하며, 승산비가 1보다 작으면 설명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 발생 확률이 감소한다
(Hailpern and Visintainer, 2003). 해당 모형의 분석을 위해 Stata 15.0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모형 분석에서 독립 변인의 특성에 따라 다섯 가지 모형을 구축했다. 모형 1은 사회 인구
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며 해당 변수들은 통제 변수다. 모형 2 는 모형 
1 의 독립 변인들과 더불어 정치적 특성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3은 
모형 1의 변인들과 미디어 특성과 연관 있는 변인들을 추가한 모형이며, 모형 4는 모형 1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이주민을 향한 국민정서 요인을 포함한 모형이다. 마지막 모형 5는 
본 연구의 최종 모델로써, 모형 1, 모형2, 모형 3 그리고 모형 4를 모두 포함한 모형이다. 

2.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다섯 가지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구축했다. 모형 1(카이제곱값: 59.57, 
Prob > chi2 = 0.0000), 모형 2(카이제곱값: 69.89, Prob > chi2 = 0.0000), 모형 3(카이
제곱값: 63.34, Prob > chi2 = 0.0000), 모형 4(카이제곱값: 72.00, Prob > chi2 = 
0.0000) 그리고 모형 5(카이제곱값: 84.71, Prob > chi2 = 0.0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모형이다. 각 모형에서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을 발견했다.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의 결과는 
모형 1과 같다. 모형 1에서 재정적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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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승산비는 1.1로, 다른 설명변인들이 효과를 
통제했을 때,  재정적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인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1배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률로 나타내면 
재정적 만족도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인지하는 확률이 10%가 증
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 변수들 중에 서울, 경기 지역은 기준 변수 부산보다 이민자
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승산비를 확인했을 때, 서울의 
경우 부산보다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인지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확률보다 1.8배 더 높
으며, 경기도의 경우 부산보다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인지하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확률보
다 1.7배 더 높다. 이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부산지역보다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인식하는 
확률이 각각 80%, 70%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라북
도, 경상남도 그리고 대구광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정치적 요인을 추가한 모형으로, 정치적 성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보수적 성향을 가질수록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의 승산비는 1.2로 보수적 성향을 가질수록 이민자를 테러위
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확률보다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모형1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나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모형 1과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형 3의 분석 결과로,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수용 여부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띄었
다. 해당 변수의 승산비는 0.7로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응답자일수록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확률보다 0.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를 수용여부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바라보
는 확률이 30%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적 만족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미디어적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으로, SNS 이용 빈도가 높
을수록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바라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SNS 이용 빈도 변인의 
승산비는 0.8로 인터넷 이용 빈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
는 확률이 20% 감소한다. TV 뉴스 시청 변수의 경우 또한 SNS 이용 빈도 변수와 같은 성향
을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미디어의 노출이 
많은 국민일수록 이민자를 테러위협으로 바라볼 인식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SNS 사용 빈도가 높은 국민일수록 테러위협으로 바라보지 않은 경향이 나타나며 TV뉴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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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5의 경우는 앞의 모형을 모두 합친 최종 모델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모형 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나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승산비는 0.97로 연령이 한 
살씩 늘어날 때마다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확률이 3% 감소한다고 나타났
다. 재정적 만족도 변수의 경우에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승산비는 1.1로 
해당 결과는 모형 1의 결과와 동일하다. 지역변수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승산비가 각각 
2.4, 1.9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부산지역보다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확률
이 140%, 90%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이주민 인구 밀집으로 인하여 외
국인과 접촉 빈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해당 지역 자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상대적으로 부산지역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양재영, 최명섭, 고진수 2017; 노성
훈, 조준택 2014; 노성훈 2013).정치적 요인에서는 민족주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치성향 변수의 경우에는 보수적 성향을 지닐수록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
로 인식하는 확률이 20% 증가한다. 국민정서적 요인에서 타 인종 수용 여부 변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인종을 수용하고자 하는 집단의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이주민을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확률이 50% 증가한다. 모형 3에
서 유의성을 띄었던 이민자/외국인 노동자 수용 여부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
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특성에서는 SNS 이용 빈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 빈도의 승산비는 0.8로 SNS 이용 빈도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확률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exp(β) SE exp(β) SE exp(β) SE exp(β) SE exp(β) SE

사회 

인구학적 

특성

남성 1.16 0.20 1.19 0.20 1.16 0.20 1.22 0.21 1.24 0.21

나이 0.99 0.99 0.98** 0.01 0.99 0.01
0.98**

*
0.01 0.97*** 0.01

교육수준 0.96 0.06 0.98 0.06 0.97 0.06 0.99 0.06 1.02 0.06

재정적 

만족도
1.12** 0.06 1.10 0.06 1.12** 0.06 1.12** 0.06 1.1* 0.06

실업 1.24 0.24 1.28 0.25 1.26 0.25 1.25 0.24 1.32 0.26

서울특별시 1.84* 0.61 2.11** 0.71 1.96** 0.66 1.93* 0.65 2.38** 0.82

경기도 1.73* 0.55 1.87* 0.61 1.77* 0.57 1.71 0.55 1.93** 0.64

인천광역시 0.68 0.29 0.68 0.29 0.69 0.30 0.68 0.29 0.70 0.31

<표 6 :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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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significant at 1%,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0%

V. 논의 및 결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는 테러방지법 등 법
률적 논의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연구 등 한정된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국제적 인구 이주와 테러리즘에 대한 경각심에 대하여 정책의 기반이 될 인식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미 세계의 여러 관련 연구들은 행위자의 인식이 테러리즘과 폭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exp(β) SE exp(β) SE exp(β) SE exp(β) SE exp(β) SE

강원도 3.05** 1.71 3.39** 1.93 3.25** 1.83 3.59** 2.04 4.33** 2.51

충청북도 1.42 0.79 1.53 0.86 1.43 0.80 1.44 0.82 1.59 0.92

충청남도 1.66 0.88 1.61 0.86 1.71 0.91 1.64 0.88 1.67 0.91

전라북도 4.2*** 2.04 4.86*** 2.38 4.44*** 2.16 4.16*** 2.05 5.21*** 2.61

전라남도 0.51 0.28 0.68 0.37 0.51 0.28 0.47 0.25 0.62 0.35

경상북도 1.98 0.83 2.04* 0.87 1.97 0.83 2.15* 0.92 2.24* 0.97

경상남도 2.04* 0.76 2.05* 0.77 2.16** 0.81 1.92* 0.73 2.1* 0.64

대구광역시 0.35** 0.18 0.33** 0.17 0.35** 0.18 0.3** 0.16 0.29** 0.16

대전광역시 1.43 0.87 1.36 0.84 1.49 0.91 1.46 0.90 1.49 0.92

울산광역시 0.44 0.24 0.48 0.34 0.44 0.31 0.53 0.38 0.58 0.41

광주광역시 0.54 0.32 0.70 0.41 0.54 0.32 0.53 0.31 0.67 0.40

정치적

특성

민족주의 　 　 1.05 0.15 　 　 　 　 1.00 0.15

정치성향 　 　 1.18*** 0.06 　 　 　 1.17*** 0.06

이주민에 

대한 
국민 

정서

타 인종     

수용 여부
　 　 　 　 1.41 0.33 　 　 1.49* 0.35

이민자/외국

인 노동자 

수용 여부

　 　 　 　 0.71* 0.14 　 　 0.72 0.15

미디어 
특성

 TV 뉴스    

시청 빈도  　 　 　 　 　 　 0.99 0.13 0.96 0.13

SNS 이용 

빈도
　 　 　 　 　 　 0.8*** 0.05 0.81*** 0.05

상수항 0.38 0.24 0.19 0.13 0.36 0.23 1.11 0.96 0.62 0.58

관측치 743 743 743 743 743

카이제곱 59.57*** 69.89*** 63.34*** 72.00*** 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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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행위를 실행하는 주체는 물론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려 하는 행위자와 관련 정책 입안
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Cohen-Louck 2019; Obaidi et al. 2018; Vergani et al. 
2018).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주민에 관한 인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들을 테러리즘 대상으로 바라
보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국제 테러리즘은 비국가 행위자의 국지전 
양상의 분란전 및 대분란전의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주민, 이주자들에 대
한 해당국 국민의 인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Gilmore 2012; Charbonneau 2019; 
Tan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분석의 기준이 될 모형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 미디어적 요인 그리고 국민 정서적 요인 네 분류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요인 탐색 연구를 진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최종 모형의 결과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반면, 재정적 만족도가 높을수
록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변수 중 수도권지역
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이민자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률이 더 높다고 도출되었다. 지역적 측
면에 따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전경숙 2021) 에서, 수도권에서 이주민 비중이 높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인터뷰 수집 자
료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다문화 수용성 형성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른 차이 또는 이민자들과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의 차이가 이주민을 향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만한 후속 연
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진보적 성향보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국민일수록 이민자를 테러위협
으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증가한다는 인식은 정치
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보수와 진보로 
대표되는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의 가정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국민들은 이민자들을 위
협으로 바라보고, 해당 위협은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디어 노출과 관련된 요인의 경우, 미디어와 관련된 다른 TV 뉴스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SNS 이용 빈도 변수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현재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반외국인 정서가 편향적이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가짜뉴
스 등 SNS를 통해 공유되는 뉴스들에 대한 경계 및 반대가 실제적으로는 사회의 주요 담론 
중 하나인 이민과 테러리즘 문제에 부정적 강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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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SNS나 매스컴을 통해 이주민이
나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통념과는 반대로, 미디어 노출이 많은 국민일수록 이민
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언론의 부정적 프레
이밍 효과나 SNS상 공유되는 뉴스가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주민을 향한 국민정서 요인 중 다른 인종을 수용하고자 하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
보다 이민자를 테러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타 인종에 대하여 개방적일수록 이
주민을 테러리즘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 인종에 대한 개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
국의 다문화 교육내용은 동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김태형 2017).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타 인종에 대한 개방성 척도에서 높은 개방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인종에 개방적일수록 이민자들을 테러와 연결 짓고 있다
는 점에서 현행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을 한국인화 시키는 동화주의적 관점만을 견지함으로
써 폐쇄적인 다문화 교육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분석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가 불가피한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환경상, 문화 공존 및 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요인을 보다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허청아 2019). 이를 토대로 사회갈등이 사회안보문제
로 격화되는 것을 막는 여러 층위에서의 이주민 교육 및 융합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짜뉴스,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점에서 본 연구의 결론
은 이주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증가하는 이주민 유입과 전 세계적인 테
러의 위협증가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만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주민 유입의 순
기능과 건강한 인식을 재고할 필요성을 강화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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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rism by applying the survey responses of 1245 Koreans collected by the World Value 

Survey. The main tool for examining 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olitical characteristics, media-related characteristics, and 

national sentiment factors toward migrants to grasp the level of awareness of migrants 

as the source of terrorism threat. This study found that some variabl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media characteristics, the frequency of SNS us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age, financial satisfaction and many regions including Seoul and Gyeonggi 

reg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right-wing group, 

the group with high financial satisfaction, and the group that did not accept other ra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odds ratio, whereas the older group 

and the group with high SNS usage frequency 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 odds ratio. Understanding the public perception is the basis for the government 

and this study suggests the meaningful framework to grasp the sentiments of Korean 

people to establish systems related to migrants and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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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변곡점이며, 한국방위의 한국화

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작권 전환 시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전작권 전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이때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야 논리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연합작전의 효율성 등 4가지를 설정하고,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조정과정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을 적용한 분석의 틀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과거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주요 변화가 있었던 3개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등의 정책적 영향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미동맹 조정과 연계하여 변경되었으며, 구체화 과정에서 연합작전의 효율성이

라는 군사적 영향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래를 평가할 때,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래 

연합사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연합사(전시)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동군

사령부 창설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핵심어: 한미 연합지휘구조, 전작권 전환, 자율성-안보 교환 이론, 미래 연합사 체제, 합동군사령부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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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한민국의 국가 방위는 국가 총력방위와 한미 연합방위라는 2개의 틀에서 이루어진다.1) 
국가 총력방위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국가의 제 국력 요소를 조직적
이며 통합적으로 운용함을 말하며, 한미 연합방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한국과 
미국이 함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 것을 뜻한다. 전자가 국가 방위를 위한 
내부적 역량의 결집이라면, 후자는 외부의 역량인 동맹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
태의 방위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적용하고 있으며, 동
맹의 체결과 유지는 국가 방위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 수단에 속한다. 

동맹은 체결한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공동의 안보 위협, 국제정치의 세력 구조, 동맹참여
국 상호 간 국력의 차이 등에 따라 제각기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라
는 역사적 사건과 냉전의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생성하였고 현재까지 한국방위에서 절대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한미 양국 간 체결한 조약, 연합지휘구조, 연합작전에 할당된 부대 등을 포
괄하고 이에 적용할 연합작전계획과 예규, 교리, 연습과 훈련 등 한미동맹의 실체적인 합의
안을 포함한다. 이 중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연
합군의 지휘구조2)를 말한다.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한국전쟁 시 최초 형성된 이후 지속 변해
왔고,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역할을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미 연합지휘
구조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합사 창설 이전의 지휘구조를 
유엔사 체제, 연합사 창설 이후를 연합사 체제,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연합사(전
시) 체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후 전작권 전환)3)을 최초 합의하였을 때의 지휘구조를 주
도-지원 체제, 한미연합사를 유지한 채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휘구조를 미래 연합사 
체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1) 합동참모본부.『합동교범 0 군사기본교리』(2014), pp. 2-1~3-15.

2) 연합군의 지휘구조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군대를 파견할 때, 연합군을 조직하고 지휘 권
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주도국형, 통합형, 병립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한다(상게서 pp. 3-15~3-19). 한국전쟁 
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엔사는 주도국형, 한미 연합사와 나토의 최고사령부는 통합형, 미일 동맹과 월남전
시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는 병립형, 걸프전 이라크에 대항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과 아랍군이 상호 협
력한 지휘구조는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3)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사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기구 또는 한국의 군사지휘
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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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준비 방향은? 둘째, 전작권 전환 시 예상되는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어떤 모습인가? 
셋째, 한미 연합지휘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넷째,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조정과
정은? 상기한 네 가지의 문제 제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역순으로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판단된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한국방위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어서 관련 연구는 비교
적 많은 편이다. 전작권 전환에 관한 연구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전작권 전환
에 대한 찬반 주장과 한미가 합의한 내용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 등이 주를 이룬다4). 한미 
연합방위체제 또는 연합지휘구조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
하나,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가변적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란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구분 연구 결과(영향요인)5)

송재익
국제정치적 요인(국제정치 체제, 주변 지역 정세, 상대국 안보 전략, 위협인식 변화), 

국내정치적 요인(국내 정치 체제 및 정치 리더십, 국가 위상, 개인 역량, 국민적 요구)

김동영 국내적 요인(한국군의 능력, 국방개혁, 국방예산), 국외적 요인(북한, 미국, 중국, 일본)

김훈 한미관계와 동맹 정책, 북핵 인식, 한국의 국내 정치

문보승 인식된 순위협(국력-위협)

손대선 지도자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성향의 상호작용

장순휘
대내적인 요인(한국군의 능력, 국방개혁, 경제력과 국방예산,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대외적인 요인(북 위협, 동북아 정세)

최윤미 집권 정부의 성향, 북한의 위협, 미국의 안보 전략과 이익

<표 1> 한미 연합지휘구조 영향요인 관련 기존 연구

4) 전작권 전환의 찬반 논의에 대해서는 김정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변화,”『국방연구』제 59권 1호
(2016); 문정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무엇이 문제인가,”『내일을 여는 역사』제58권(2015); 박휘락.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비합리적 요소의 작용 여부 분석과 교훈,”『한국보훈논총』제13권 4호(2014) 참
고. 한미 합의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은 김재철.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진단과 대비,”『아시아연구』
제13권 1호(2010); 김정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세종정책브리프』2020-11호(2020); 윤종호.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와 한국안보: 과제와 대비 방향,”『국방연구』제50권 1호(2007) 참고.

5) 송재익.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김동영.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요인 연구: 정책변동이론의 
ACMS모형을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총』 제5권 2호(2016); 김훈. “한미동맹 군사구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문보승. “작전통제권 환수 결정 변화요인 연구: 인식된 순위협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1호(2015); 손대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
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 차이를 중심으로,”『군사연구』 143호(2017); 장순휘. “전시 작전통
제권 전환 연기 및 재연기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최윤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국방연구』제62권 4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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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한국전쟁부터 전작권 전환까지를 다루며,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해외 파병 간 한미연합군의 지휘구조에 관한 연구는 제외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
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3장에서는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3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영향요인과 조정과정을 분석한다. 4장에
서는 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전망하고, 예상되는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 한미동맹의 이론적 논의: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

한미동맹을 다루는 이론은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 외에도 동맹 딜레마 이론, 동맹 정체성 
이론, 동맹의 쇠퇴와 유지 이론 등 다양하지만,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이론적 접근은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이다. 그 이유는 안보-자율
성 교환 이론이 비대칭 동맹인 한미동맹의 형성과 유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학계의 공감대가 있고,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중요한 요소인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문제
는 한국의 자율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의 한 축인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지원과 확장억제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에 의하면,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형성되고 유지된다. 즉,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고(미국은 한국에게 안
보를 지원), 미국은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한국은 자율성이 감소)하는 교환적 거래가 동맹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근본적 이유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
협으로부터 생존권 확보가 절박한 상황에서 안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
이었고,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세력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한국이 필요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을 통제하여 한국
전쟁의 정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전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비
대칭 동맹에서 나타나는 이종 이익의 특징을 한미동맹 형성과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따
라서 한미동맹의 형성은 비대칭 동맹에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적절한 균형점에서 교환
적 거래를 통해 동맹이 형성된다는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은 비대칭 동맹의 형성뿐 아니라 동맹의 지속과 변화에도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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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즉, 비대칭 동맹의 형성이 안보
와 자율성의 교환적 거래로 이루어진 만큼, 동맹의 변
화 역시 동맹참가국의 안보-자율성 교환의 최초 거래
(균형점)가 새로운 거래(균형점)로 전환함으로써 이루
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균형점의 변화는 일방의 손
해만을 강요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호 간 주고받는 식
의 합리적 거래로 이루어진다. 즉, <그림 1>과 같이 강
대국의 안보 지원이 늘어나면, 이에 반비례하여 약소
국의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체결될 
때의 안보-자율성의 균형점이, 동맹이 지속되면서 한
국의 자율성은 향상되고 미국의 안보 지원은 감소하
는, 일정한 패턴의 새로운 균형점으로 전환되어왔음은 
이를 잘 설명한다. 그리고 <그림 1>에서 네모로 표시
한 2차원 곡선의 의미는 안보 또는 자율성의 감소는 한계치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안보가 
지속 향상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율성 저하는 둔화하고, 반대로 자율성이 지속 향상되
더라도 안보 지원의 감소가 둔화함을 의미한다.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한미동맹 이해에 
균형적 관점을 제공하며, 그중에서 박민형과 전광호의 안보-자율성 동시 상승(Autonomy- 
Security Simultaneous Promotion) 모델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한다.6) 그들은 약소국
의 안보를 강대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던 냉전기에는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이 설명력을 
갖지만, 탈냉전기에 약소국이 안보의 감소 없이 자율성을 향상하였던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
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미동맹의 경우, 한국의 국력이 향상되면서 한국의 안보와 자율성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안보와 자율성 교환 이론 대신 <그림 2>와 같이 안보-자율성 동시 상승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은 <그림 1>과 같이 단일 그래
프를 따라 균형점이 이동하여 자율성 또는 안보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하지만, 안보-
자율성 동시 상승모델은 그래프 자체가 횡적으로 이동하므로 안보와 자율성이 동시에 상승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과 다른 이론적 구조를 가
지므로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안보-자율성 동시 상승모델은 자율성과 

6) Park Min-hyoung and Chun Kwang Ho. “An Alternative to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1.(2015)

<그림 1> 안보-자율성의 새로운 

교환조건(균형점) 형성

출처: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

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
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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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동맹참가국 간의 상호 교환 관계에 있는 상대적 
변수로 보지 않고, 상호 관련성이 없는 절대적 변수로 간
주한다. 따라서 안보-자율성 동시 상승모델은 한국의 국
력 신장이 한국의 안보와 자율성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논리로는 타당하나 동맹의 형성과 지속, 
동맹관계의 조정 등 동맹참가국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보-자율성 교환 이론과 관련한 한미동맹에 대한 이론
적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가정을 제공한다. 첫째, 한
미동맹은 비대칭 동맹이며, 안보-자율성의 교환적 거래로 
동맹이 형성되고 유지된다. 둘째,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적 거래는 상대적인 것으로, 일방이 
안보 또는 자율성을 높이면 다른 일방의 그것이 낮아지며, 특정 국가의 관점에서는 보면 안
보와 자율성 중 하나를 높이면 다른 하나는 낮아진다. 즉, 강대국인 미국이 약소국인 한국에 
대한 자율성(영향력)을 높이면, 약소국인 한국은 안보가 향상한다. 그리고 약소국인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높이면 미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은 감소
한다. 반면, 강대국인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자율성(영향력)을 높이면 한국을 
위한 안보 지원 비용이 증가한다. 셋째, 비대칭 동맹
에서 안보와 자율성의 교환은 동맹참가국의 합리적 
외교정책이며, 국가 이익과 비용의 문제이다. 따라서 
동맹의 유지가 비용 대비 이익이 작다면 동맹의 조
정은 불가피하다. 즉, 동맹 조정은 동맹참가국의 동
맹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넷째, 동맹참가국
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따
라서 강대국인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유지하
면서 동맹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
고, 약소국인 한국은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국의 자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이러한 국익을 위한 노력은 동
맹 갈등을 유발하고 동맹 조정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거나 해소된다. 다섯째, 동맹의 조정은 
<그림 3>과 같이 최초 1에 있었다면, 2 또는 3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1에서 2로 이동은 
자율성은 증대하나 안보는 감소함을 의미하고, 1에서 3으로 이동은 안보는 증대하나 자율성
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약소국인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1에서 2로의 이동은 미국에 대한 

<그림 2> 안보-자율성 동시 상승모델

출처: Park Min-hyoung and Chun 

Kwang Ho(2015), p. 49.

<그림 3> 동맹 조정 메커니즘

* 논의에 기초하여 가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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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율성은 증대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은 감소함을, 1에서 3으로 이동은 
미국의 안보 지원은 향상되고 한국의 자율성은 감소함을 말한다. 

2. 분석의 틀

연합지휘구조는 연합군에 대한 작전 권한을 어떻
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비대칭 동맹의 경
우는 국력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연합군에 대한 
작전 권한을 강대국이 보유하지만, 강대국의 참여가 
축소되면 약소국에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따라서 
연합지휘구조는 개념적으로는 <그림 4>와 같이 강
대국 또는 약소국 일방이 연합군에 대한 작전 권한
을 모두 갖는 경우부터 양국이 권한을 똑같이 나누
는 경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휘구조를 가질 수 있다. 

연합지휘구조의 범위에 실제 있었거나 논의되었던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위치시키면 <그림 
5>와 같다. 유엔사 체제에서는 강대국인 미국이 단독으로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 권한을 
행사하였고, 연합사 체제, 연합사(전시) 체제, 미래 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 
권한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한
미연합군에 대한 작전 권한을 기준으로 한미 연합지
휘구조를 구분할 경우, 주도-지원 체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연합사 체제와 연합사(전시) 체제, 미래 연합
사 체제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
제권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법이 필요하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도-지원 체제는 한국이 전·평시 한국군에 대한 모
든 권한을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다. 그리고 연합사(전시) 체제와 미래 연합사 체제는 한국군
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평시에는 한국이, 전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나 
군사 지휘구조의 특성상 지휘관(연합군사령관)의 권한과 책임은 절대적이므로 연합사(전시) 
체제와 미래 연합사 체제는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6>에서 주도-지원 체제는 한국
이 100의 권한을 행사하는 연합지휘구조이고, 연합사(전시) 체제와 미래 연합사 체제는 한
국이 75(정전 시 권한 50 + 전시 권한 25), 미국이 25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며, 

<그림 4> 연합지휘구조의 범위

* 권한의 합이 일정함을 고려하여 도식함. 

<그림 5> 한미 연합지휘구조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 권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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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 체제는 한국과 미국이 50씩 권
한을 행사하는 지휘구조이고, 유엔사 
체제는 미국이 100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휘구조이다. 그리고 <그림 6>에서 
연합사 체제와 연합사(전시) 체제, 미
래 연합사 체제에 붙여진 +-는 권한 
분배의 비중은 같더라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가 주도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한미 연합지휘구조 영향요인은 기존 
연구 결과의 공통 요인을 식별하여 적용한다. 기존 연구의 공통 요소는 미국의 안보 전략, 
북한의 위협, 한국의 능력, 한국의 국내 정치 등 4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미국
의 안보 전략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통해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안보 전략 대신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영향요인으로 선정한다. 또한, 한국의 국력과 국내 
정치 역시 한국의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책이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의 국력과 국내 정치를 대신하여 한국의 국방정책을 영향요인으로 선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등 정책적 수준의 영향
요인에 추가하여, 한미 연합지휘구조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군사적 
영향요인으로 선정한다.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동맹인 한국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며, 강대국인 미국의 대한국 정책
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 미국의 국내 정치,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국력과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수단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의 형태와 규모 조정, 안보 공약의 선언적 확인, 주한미군에 대한 방
위비 분담 등이 될 수 있다.7) 북한의 위협은 한미동맹이 형성된 본질적 이유이며, 한미 연합
지휘구조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구성하는 요
소는 대남 적화통일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 체제, 대칭적 및 비대칭적 수
단을 모두 포괄하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 한국에게 자행하는 군사적 도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북 인식 등이다. 한국의 국방정책은 한국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7) Emma Chanlett-Avery, “U.S.-South Korea Alliance: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e(June 23, 2020)

<그림 6> 한미 연합지휘구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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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전력 강화, 군구조 혁신, 방산 산업 발전 등 내부적 
정책과 한미동맹 발전, 연합작전 역량 강화 등 외부적 정책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국방정
책은 한국의 국력과 국내 정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약소국인 한국의 국력 향상
은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고, 한국의 자율성 향상의 동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역할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정
치 지도자의 정책적 성향이나 국민 여론 등 한국의 국내 정치는 약소국인 한국의 동맹 정책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국내 정치가 한국의 자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중요한 정책이 되지만,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면 동맹인 미국의 군
사적 지원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연합작전의 효율성은 연합군의 능력을 효과
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성질 또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연합지휘구조가 지향해야 하는 군
사적 가치로서 전쟁의 원칙에 속하는 지휘의 통일과 노력의 통일8)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
다. 여기서 지휘의 통일은 한 명의 지휘관이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것을 말하며, 
노력의 통일은 한미 양국의 비군사적 노력을 군사작전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문의 분석 틀은 한미동맹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그림 7>과 
같이 설정한다. 분석의 틀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협, 한국의 국방정책 등 3가지의 
정책적 영향요인이 안보-자율성 교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한미동맹 조정에 영향을 미쳐 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조정함으로써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기본 틀에 변화를 만들며, 이
러한 기본 틀에 연합작전의 효율성이라는 군사적 영향요인이 영향을 미쳐 한미 연합지휘구
조 변화의 최종 형태를 결정함을 나타낸다. 

8) 합동참모본부.『합동교범 3-0 합동작전』(2015), p. 부-14.

<그림 7>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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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미 연합지휘구조 변화와 사례분석

1. 사례 #1: 한미 연합사 창설

1950년 북한의 불법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 중심으로 유엔사가 창설되었고, 한국전
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엔사는 유엔의 위
임을 받은 미국 정부의 군사적 지침을 받았고, 유엔사 본부는 미군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한국군을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국의 군대는 유엔사 예하 구성군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유엔
사 중심의 연합지휘구조인 유엔사 체제는 미국 주도의 주도국형 연합지휘구조였다. 그러나 
1978년에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어 한국방위 임무를 유엔사로부터 인수하고, 유엔사는 한반
도의 정전을 유지하는 평화적 기능만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유엔사 체
제에서 한미연합사 중심의 연합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가. 정책적 영향요인

(1) 미국의 대한국 정책

1970년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미·중 데탕트와 닉슨 독트린의 틀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동맹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한국을 닉슨 독트린 적용의 모범사례라고 하면
서, 주한미군 2만 명을 감축하고 한국군의 현대화계획을 지원할 것을 발표한 후,9) 같은 해 
미 7사단을 포함한 2만 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하였고, 잔류한 미 2사단은 후방으로 재배치되
어 비무장지대 작전지역을 한국군에게 이양하였다.10) 또한, 1973년 미국은 한국군 능력 향
상과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원조를 점차 판매차관의 형식으로 
전환하였다.11) 

1977년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유지이
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한미지상군을 1978년 말까지 6,000명을 철수
시키고, 나머지는 1981년이나 1982년까지 최종적으로 철수하되, 철수 결정은 한국의 경제

9) Nixon, Richard M.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a New Strategy for Peace(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0), pp. 31-32.

10) 황정호. “미국의 안보전략과 주한미군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8), p. 37.

11) 박승호. “박정희 정부의 대미 동맹전략: 미대칭동맹 속의 자주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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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자체 방위력 증강,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 주변 강대국들의 상호관계,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12) 그러나 행정부 내의 안보전문가들의 강
력한 반발로 1978년 말까지 지상군 3,400명만 철수하였고, 추가적 철군은 시행되지 않았
다.13) 따라서 이 당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미·중 데탕트 추진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협
을 완화하고 닉슨 독트린으로 아시아에서 동맹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기조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 역시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북한의 위협

미·중 데탕트는 1970년 초에 일시적으로 남북이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대화의 환경을 조
성하였으나, 남한은 북한의 대화 참여를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위장 평화공세라고 
평가하였고, 북한은 남북한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한편,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지속 증가하였고, 이 중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 남침용 땅굴 사건, 판문
점 도끼만행사건 등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매우 고조시킨 사건들이었다.14) 또한, 북한군 
병력은 1979년을 기점으로 남한을 초과하였고, 전차와 야포는 남한의 2배 수준이었으며, 
공군력은 남한의 3배 수준이었고, 해군력도 수적으로 남한의 2배였다.15) 1975년 미 국방정
보처 특별조사보고서는 북한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16) 따라서 이 당시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 대한 매우 도발적인 군사적 
행동을 하였고, 월등한 대남 우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에게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의 국방정책

북한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한 미국의 대한국 정책으로 인해 박정
희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주요무기 및 장비의 국산화, 독자적인 전력증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율곡계획’을 수
립하고 1974년부터 추진하였다.17) 1975년 남베트남 공산화 이후에는 율곡사업을 좀 더 효

12) 박승호(2009), pp. 308-309.

13) 황정호(2008), p. 39.

14) 군사편찬연구소.『국방사연표, 1945-1990』(1994), pp. 463-470.

15) 박승호(2009), pp. 335-338.

16) 박승호(2009),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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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위세법을 제정하여 방위세를 징수하였다.18) 또한, 방위산업 육성
을 위해 소총, 박격포, 소화기/박격포탄, 유무선 장비, 고속정 등 기본 무기를 개발하고 자체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기계창을 준공하였고, 1978년 세
계에서 7번째로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였다.19)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로 성공
하지 못하였지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20) 한편, 박정희 정부는 1976년 한국군의 유엔
사 참여를 요구하였고, 1977년 주한미지상군 철수 후에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21) 따라서 이 당시 한국의 국방정책은 주한미군 철수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동시
에 철수에 상응하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얻어내고자 노력하고, 북한에 비해 열세한 군사력
을 자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향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한
미 연합방위에서 한국군의 참여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한미동맹 조정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변화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
축과 군사 원조 축소 등 강대국인 미국의 안보 
지원 감소에 약소국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한미동맹 조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
고, 동맹의 조정은 <그림 8>과 같이 안보-자율성 
교환 메커니즘에 따라 미국의 안보 지원 감소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자율성 향상의 새로운 균
형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안보 지원 감소는 앞서 논의한 대로 주한미군 
23,400여 명 감축과 무상군사원조의 중단 등으
로 나타났고, 한국의 자율성 향상은, 첫째, 1968
년에 최초로 한미 국방각료회담(이후 한미 연례안보회의로 명칭 변경)이 개최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 주요 국방 현안에서 한국의 요구를 

17) 민성기.『한국의 방위산업』(서울: 문원, 1996), p. 35.

18) 오원철. 『한국형 경제개발』제5권(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6) 

19) 국방부. 『국방사』제4집(2002), pp. 434-435.;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사』(1988), pp. 61-62.

20) Oberdofer, Don. The Two Korea: A Contemporary History, New Edition(Indianapolis: Basic 
Books, 2001), pp. 68-74.

21) 이상균, “60만 대군을 가진 우리가 4만 명의 미국에 의존한다면 창피한 일,” 『월간조선』, 2009년 10월호.

<그림 8> 한미동맹 조정(연합사 창설)

 * 자율성의 향상과 안보 지원의 감소를 개념적

으로 도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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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피력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977년 10차 한미 안보연례회의
에서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군사위원회
(MCM) 설치와 한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미연합사 창설을 합의하였고, 이듬해 각각 설치
되고 창설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한미동맹은 미국의 안보 지원이 감소하고 한국의 자율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고, 새로운 안보-자율성의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의 자율성 
향상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미국 일방에서 한미 공동으로 변화시켰다. 즉, 한
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가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절반의 권
한을 갖게 된 셈이다. 다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의 지휘관을 겸직함으로써 미군 
주도의 공동 지휘라고 할 수 있다. 

다.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한미 연합지휘구조 변화

한미동맹의 조정은 한국군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행
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한미연합사를 창설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유엔사 체제는 한국전쟁 발
발 시 16개 국가의 군대를 미국이 주도하여 통합하였던 당시 상황에서는 지휘의 통일과 노
력의 통일을 이룰 수 있어 효과적 지휘구조였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체제로서 노력의 통일 달성이 제한되었다. 즉, 유엔사의 작전목적이 한국방위였고, 작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한반도였으며, 작전 수행의 절대다수가 한국군이었으므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을 배제한 미국 일방의 작전지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사 체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유엔사 체제의 문제점
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즉, 연합사 체제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중심으로 지휘의 통일
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한미 연합으로 사령부를 편성하여 노력의 통일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SCM과 MCM은 한미 양국의 비군사적 노력을 군사작전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협의를 통해서 중요 결심을 이루는 연합사 체제는 단일 채널을 가졌
던 유엔사 체제보다 결심 속도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 연합사 체제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설군사위원회(PMC)를 설치하였고, 상설군사위원회의 양국 대표는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하였으므로 군사적 전문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한미 
간 원활한 소통과 적시적 결심이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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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유엔사 체제 → 연합사 체제)

 *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경사항을 지휘관계의 변화로 도식함. 

2. 사례 #2: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심
적 역할을 하였다. 연합사 중심의 연합지휘구조인 연합사 체제는 전·평시 한미가 공동으로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지휘하는 구조였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미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4년 한국군에 대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전환되면서, 한미연합사는 전시에만 한미연
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정전 시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주도-지원의 관계를 갖
는 연합사(전시) 체제로 전환되었다. 

가. 정책적 영향요인

(1) 미국의 대한국 정책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의 국민과 의회는 ‘평화의 배당’ 요구가 강하게 일었고, 외부 위협이 
감소하면서 국방예산 삭감이 중요한 현안이 되었으며, 이런 여론 속에서 1989년 한미안보 
관련 법안인 ‘넌-워너 수정안’이 제출되었다.22) 이 법안은 미 정부에게 주한미군의 역할 조
정과 재배치, 부분적·점진적 감축, 주둔 비용 분담금 상향 조정, 특정 군사 임무 및 지휘권의 
한국군으로 이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23)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2) 장용구. “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pp. 137~138.

23) 김동한. “미국의 안보전략과 한,미 군사관계 변화의 함의: 한국군 구조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제
27권 2호(2012),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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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일명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을 제출하였고, 
보고서는 1단계(1990~92)로 15,0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2단계(1993~95)는 1단계 
조치를 평가하여 추가 감축을 시행하고, 한국군에 대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
하며, 3단계(1996년 이후 5년간)는 지역 안정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하고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으로 조정하며, 한국군 주도의 방위태세가 구축되면 억제 목적의 소규모 미군
만 잔류하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24) 이에 따라 1992년에 
공군 2,000명과 육군 5,000명 등 약 7,000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하였으나, 북핵 문제가 현
안으로 등장하면서 추가적인 감축은 중단되었다. 한편, 1991년 한미 양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한미 SOFA에서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한미군기지의 운영경비
나 시설 투자비 등에 대해 일정부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후 3~5년 주기로 특별협
정을 갱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 비율과 액수를 증액하였다.25) 따라서 이 당시 미국
의 대한국 정책은 냉전 붕괴라는 국제체제의 대변화로 인해 미국 국회 차원의 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의 구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방향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한국방위의 책
임을 한국으로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었고,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의 감소
를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북한의 위협

냉전체제의 붕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구조적 환경을 제공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북
방정책을 통해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공산권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이익을 증진하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
하였다.26) 남북은 1990년 9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5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추진하여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
나, 북한이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경색 국면을 맞이하였다.27) 한편, 북한은 
이 당시에도 한국에 대해서 국지도발을 중단하지 않았고, 남한 우위의 대규모의 재래식 군
사력을 지속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한국 안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었으나, 냉전 붕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로 인한 남북대화의 재개와 진전, 

24) 김일영.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삼위일체+1」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 『국방정책연구』제24
권3호(2008), p. 28.

25) 장용구(2014), pp. 143, 146.

26) 김달중. “북방정책의 개념, 목표 및 배경,” 『국제정치논총』제29권2호(1992), p. 43.

27) 장훈각.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제23권2호(2011), pp. 
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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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냉전 시에 대비하여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의 국방정책

탈냉전 미국의 대한국 정책과 북한의 여전한 군사적 위협은 노태우 정부의 국방정책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 대비 열세 전력 위주로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
였고, 방위산업 발전에 주력하여 대부분의 기본 병기에 대한 양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일부 
고도 정밀 무기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충하였다.28) 또한, 방위산업 국제협력을 미국 일변도
에서 다변화를 추진하였고, 국방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했다.29) 또한, 자주적 국방태세를 구
축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합동작전 능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국방태세 발전 방
향 연구계획(일명 8.18 계획)을 추진하여 한국군의 군 구조를 개혁하여 합동군제를 채택하
였다.30) 합동군제로의 전환은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하고 제한된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여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정전 시 작전통제권 행사의 경험을 먼저 갖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한 것이다.31)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높아진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불필요
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전 시 작전통제권 환수,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의 한국군 장성 임명 
등 자주성 향상 노력을 추진하였다.32) 따라서 이 시기 한국의 국방정책은 탈냉전이라는 국
제체제의 변화와 향상된 경제력에 기초하여 대북 열세의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완전 철수에 대비하여 한국군의 군구조를 혁신하고, 한국군에 대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한미동맹 조정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변화

탈냉전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강대국인 미국의 안보 지원 감소와 
약소국인 한국이 국력 신장에 따른 자율성 향상에 대한 요구는 한미동맹의 조정을 자연스럽
게 이끌었고, <그림 10>과 같이 안보-자율성 교환 메커니즘에 따라 미국의 안보 지원 감소
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자율성 향상의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28) 심세현.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국방연구』제60권1호(2017), p. 55.

29) 심세현.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박정희·닉슨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군사연구』제145집(2018), 
pp. 55-57.

30) 군사편찬연구소.『국방 100년의 역사(1919~2018)』(2020), pp. 90-93.

31) 심세현(2018), p. 58.

32) 심세현(2017),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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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 지원 감소는 앞서 논의한 대로 
7,000여 명의 주한미군의 감축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났고, 한
국의 자율성 향상은, 첫째, 1992년 연합군사령관
이 겸직하였던 지상군구성군사령관에 한국군 4성 
장성이 임명되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작전에
서 지상군은 전역 전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해왔고, 한국군이 지상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합군사령관이 지상군구성군사령
관을 겸직해왔지만 이를 한국군에게 이양한 것이
다. 둘째, 1994년 정전 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
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전환되었
다. 즉, 정전 시에는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한미동맹은 미국의 안보 지원이 감소하고 한국의 자율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조정
되었고, 새로운 안보-자율성의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의 자율성 향상은 지상군
에 대한 한국군의 작전권을 보장하였고, 한국군에 대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행사
하도록 하였다. 즉, 한국은 한국군에 대한 75%의 작전통제권을 갖게 된 셈이다.

다.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한미 연합지휘구조 변화

한미동맹의 조정은 정전 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연합지휘구조인 연합사(전시) 체제로 변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합사
(전시) 체제는 연합작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하였다. 즉, 정전 시 작전 
책임은 한국 합참에 있고, 전시 작전 책임은 연합군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전·평시 이원
화된 지휘구조는 전시에 대비한 평시 준비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 정전 시에서 
전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권한의 전환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작전기획, 연합연습 등 전시에 대비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중요 권한 6개를 연
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지정하여 연합군사령관에게 부여하여 정전 시에도 전시에 대
비한 준비 활동에 대한 지휘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권한을 연합군사령관에게 부여하였다. 

<그림 10> 한미동맹 조정

(정전 시 작전통제권 전환) 

 * 자율성의 향상과 안보 지원의 감소를 개념적으
로 도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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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연합사 체제 → 연합사(전시) 체제)

 *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경사항을 지휘관계의 변화로 도식함. 

3. 사례 #3: 전작권 전환 합의

1994년 한국군에 대한 정전 시 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으로 이양되어 형성된 연합사(전
시) 체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심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한미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을 각자 지휘하는 병
립형 연합지휘구조인 주도-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평시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작전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체제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가. 정책적 영향요인

(1) 미국의 대한국 정책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 전략은 테러·불량국가·WMD라는 ‘삼위일체’적 위협에 대응하
는 데 중점을 두었고, 2003년에 부시가 발표한 미국의 GPR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 맞
는 관리전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미군을 재배치하고 동맹관계를 조정하며, 미군의 
신속한 투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방위는 한국이 책임지고 주한미군
은 아시아의 지역 안정자로서 전략적 유연성을 갖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을 기존의 냉전형 붙박이 군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분쟁지역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탈냉전형 신속배치군으로 변환하는 것이었다.33) 미국은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위해 

33) 이근. “탈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논문집(2006),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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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력, 정보력, 미사일 방어체제 중심으로 전투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를 재정의하여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며,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지와 병력의 재배치를 추
진하였다.34) 또한, 미국은 2004년에 주한미군의 1개 여단(4,000여 명)을 이라크로 차출하
였고, 2007년에 3,000명, 2008년에 1,500명을 추가로 감축하였다.35) 또한, 미국은 한국과 
협의를 통해 2006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산재한 제2사단 기지들을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와 의정부의 캠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이후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였
고,36) 주한미군이 담당해 오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임무 등 10개의 군사 임무를 
단계적으로 한국군에게 이관하였다.37) 따라서 이 당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9.11 테러 이
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적 안정자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된 주한미군의 역할은 감소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 지원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북한의 위협

이 시기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상당한 진
전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한 국방장관회담을 포
함한 군사 회담을 5년간 총 29회 개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남북교역 규모는 5년
간 총 56억여 달러를 기록하였다.38) 또한, 한국 국민의 대북 인식은 북한을 강경한 경계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었고,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
수, 안기부 철폐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유지되었고, 연평 해전과 잠수정 침투사
건 등 대남 군사적 도발 역시 발생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억제력을 공식화하였다.39) 이후 북한은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 포기
와 NPT 복귀를 약속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일명 
BDA 사태)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하였고,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10월 1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였다가 2006년 12월에 6자회담에 다시 나섰고, 2007년 2월 

34) 황정호(2008), pp. 91-92.

35) 최상복.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p. 132.

36) 김태효.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보고서 
04-04(2004), p. 33.

37) 김태효(2004), pp. 100-101.

38) 이창헌.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정치정보연구』제11권1호(2008), pp. 84, 88.

39) 한용섭.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북한의 핵위협 해소 방안,” 『국방연구』제50권2호(200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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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합의하였다.40)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의 위협은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상당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북핵 문제로 인해 성격적 변화가 발
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 북한의 핵 위협은 6자 회담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식되었고, 무엇보다 남북 간 교류의 증대로 북한의 위협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국의 국방정책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주변국과의 능동적인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군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는 것이었다.41)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이라는 자주국방을 위한 전
력증강 계획을 추진하여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에서 ‘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 구조’로 
한국군의 체질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중기계획(2007~2012)에 총 
150조 7,499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경에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 자주적 억제 능력과 잠재
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거부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42)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높아진 국력과 대미 자주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을 공식 행사를 
통해 지속 피력하였고43), 이를 관철하기 위해 대미 협의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한국
의 국방정책은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지속 유지하면서, 동
시에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력 구축과 한미 연합방위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0) 김진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 변화: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의 등장, 진화, 전환?,” 『동북아
연구』제28권1호(2013), p. 173.

41) 국방부. 국방백서(2004), pp. 84-88.

42) 서욱.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 노태우, 노무현 정부의 비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2015), p. 172.

43) “한국군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할 것”(2005년 공군사관학교 졸업
식)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2005년 국군의 날 행사) “올해 안에 한미 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2006년 신년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이다.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
택기지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에 맞춰서 작전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작통권 환
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정리하자고 결정된 것이다...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
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
도할 수 있다”(2006년 연합뉴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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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미동맹 조정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변화

9.11 테러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후방으로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 증액 등 강대
국인 미국의 안보 지원 감소와 약소국인 한국이 
국력 신장과 대미 자주성 여론은 한미동맹의 조정
을 이끌었고, <그림 12>와 같이 안보-자율성 교환 
메커니즘에 따라 미국의 안보 지원 감소와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자율성 향상의 새로운 균형점으
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안보 지
원 감소는 앞서 논의한 대로 8,500여 명의 주한미
군 감축과 역할 조정,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등
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자율성 향상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합
참으로 전환을 합의함으로써 정점에 도달하였다. 
즉, 한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한미 연합지휘구조 변화

한미동맹의 조정은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전환하는 것을 합의함으
로써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립형 연합지휘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 
연합작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병립형 연합지휘구조는 지휘 통일의 달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노력의 통일이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SCM과 MCM을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군사협조본부(MCC)를 설치하여 노력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한미 
MCC는 예하에 10개의 기능별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정보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억제 및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
하기로 했고, 정보력 및 공군 운용은 현 수준의 강력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
다.44)

44) 서욱(2015), p. 198.

<그림 12> 한미동맹 조정

(전작권 전환 합의)

 * 자율성의 향상과 안보 지원의 감소를 개념적으
로 도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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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연합사(전시) 체제 → 주도-지원 체제)

*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경사항을 지휘관계의 변화로 도식함. 

4. 소 결론

결과적으로 앞서 분석한 3개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약소국인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의 감소를 결정하여 동맹 조정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영향요
인이었고, 이는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로 이어졌다. 둘째, 약소국인 한국의 국방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조는 지속 유지되었으나, 미국의 대
한국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한국의 국내정치적 영향으로 한국의 자율성 향상을 모색하
였는데, 이는 동맹 조정을 촉발하는 직접적 영향요인이면서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로 이
어졌다. 셋째,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과 한국의 국방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한미동맹 조정의 안보-자율성 교환 메커니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미 연합지휘구조

(한국군 작전통제권)

연합사 체계로 전환 

(0 → 50)

연합사(전시) 체계로 

전환 (50 → 75)

주도-지원 체계 합의 

(75 → 100)

한국의 국방정책(자율성) 향상 향상 향상

미국의 대한국 정책(안보 지원) 감소 감소 감소

북한의 위협 유지 감소 감소

<표 2> 한미 연합지휘구조 영향요인(Ⅰ)

*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와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를 도표로 제시함. 

즉, <표 2>와 같이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따른 안보 지원 감소와 한국의 국방정책에 의한 
자율성 향상 노력은 일정한 패턴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형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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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북한의 위협이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미친 영향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감소’의 
단일 값이어서 식별이 곤란하였다. 넷째, 연합작전의 효율성은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틀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였다.

Ⅳ.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 전망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노무현 정부는 2012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체계적 이행을 위해 전략적 전환계획을 미
국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
도 포격 도발 등의 북한 위협 증대, 2012년도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 전작권 전환 대비 
준비 미흡,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오바마 행정부와 전작권 전환 
연기를 협의하여 2015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로 조정함으로써 3년 연기하였다.45) 한
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결정한 후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이었던 
전략적 전환계획을 보완하여 전략동맹 2015로 발전시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및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의 고조로 전작권 전환 시간을 특정 시점이 
아닌 특정 조건 충족으로 전환의 개념을 변경하였고, 오바마 행정부와 합의에 성공하였다. 
이는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충분한 여건을 조성 후 전작권을 
전환하려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46)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략동맹 2015를 보완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
환계획을 발전시켜 추진하였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충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어 안보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전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 당시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노무현 정부 시 합의되
었던 주도-지원 체제에서 합참 중심의 미래사 체제로 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
에 충족시켜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하였다.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한국이 연합방

45) 김길수. “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
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pp. 122-123; Uk Heo and Terence Roehrig,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6) 김정수(2014),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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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북한 위협을 관리하여 전환조건 
조성을 조속히 하고, 연합연습으로 전작권 전환의 단계적 검증이 이루어질 우, 전작권 전환
의 시점을 상당히 당길 수 있다는 의도였다. 2018년 한미 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으로 첫째, 전작권 이후에도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구
성군사령부를 편성하여 운용하고, 둘째, 미래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양국의 군사협의기구로
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으며, 셋째, 한미 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4성 장군을 임명하
고,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을 임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47) 또한, 2019년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이 겸직하지 않을 것과 한미연합사는 미군 
평택기지로 이전에 합의하였다.48) 이러한 합의로 미래 연합사 체제의 큰 틀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의 상황을 한미 연합지휘구조 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여기에서 ‘북한 위협’ 영향요인이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위협 증가는 한국의 국방정책에서 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의존을 높이면서 
한국의 자율성 향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지휘구조
(작전통제권)

이명박 정부 박근헤 정부 문재인 정부

주도-지원 체제
(연기, -)

미래사 체제
(100→75)

미래 연합사 체제
(75→75)

한국의 국방정책(자율성) 감소 감소 유지

북한의 위협 증가 증가 유지

미국의 대한국 정책(안보 지원) 유지 유지 유지

<표 3> 한미 연합지휘구조 영향요인(Ⅱ)

*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와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를 도표로 제시함. 

2.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 전망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 후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볼 때 향후 전작권 
전환 시의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모습을 미래 연합사 체제로만 단정할 수 없는 유동성이 존
재한다.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미·중 패권 경쟁의 틀에서 구사될 것이며, 최근 CRS 보고서
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을 볼 때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

47) 국방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2018.11.1.),” 검색일: 2021.6.22.

48) 김홍철. “작전통제권 전환 결정과정 및 영향요소에 관한 분석,”『국방정책연구』제36권2호(2020),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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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49)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북미 간 핵 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된
다면 북한 위협은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고, 북미 간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의 
위협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방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이나, 한국군의 자율성 향상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대한국 정책, 국내 정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표 4>와 같이 향후 전작권 전환 시 예상되는 한미 연합지휘구조
는 미래 연합사 체제 또는 주도-지원 체제가 될 수 있지만, 북미와 남북의 갑작스러운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미래 연합사 체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전망 A 전망 B 전망 C

정책적

영향

요인

북한의 위협 유지 증가 감소

미국의 대한국 정책
(안보 지원)

유지

한국의 국방정책(자율성) 유지 감소 증가

한미 연합지휘구조 미래 연합사 체제 연합사(전시) 체제 주도-지원 체제

가능성 높음 낮음 낮음

<표 4>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 전망

* 영향요인을 고려한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 전망을 도표로 제시함. 

3. 전작권 전환 준비: 미래 연합사 체제의 문제점 해소

향후 전작권 전환 시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래 연합사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연합사(전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을 배제할 수 있고 한국군이 연합군사령관을 함으로써 한국 주도의 연합작전
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많은 문
제를 안고 있다. 

49) CRS report(2022. 3. 14), “US-South Korea Alliance: issues for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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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래 연합사 체제의 문제점50)

미래 연합사 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는다. 첫째, ‘하나의 전구, 2개의 전구작전사령
부’의 문제를 갖는데, 이는 현 연합사(전시) 체제가 갖는 구조적 취약점이고, 미래 연합사 체
제가 이를 그대로 계승한다. 즉, 한국 합참은 평시 작전을 책임지고, 한미연합사는 전시 작전
을 책임지는 전·평시 이원화된 구조는 작전의 효율성을 낮춘다. 둘째, 미래 연합사 체제에서
는 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부사령관의 지침을 받게 되는 권한 역전 현
상이 발생한다. 즉, PMC의 미군 대표는 주한미군 선임 장교인 주한미군사령관이고 동시에 
미래 연합사 부사령관을 겸직함으로써 사령관을 보좌하는 부사령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특
정 시점에서는 PMC의 미측 대표로서 연합군사령관에게 지침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다. 셋째, 미래 연합사 체제는 ‘한국군 지휘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를 갖는다. 한국군은 한반
도에서 작전 수행의 최고사령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합참과 연합사(한측) 등 이중으로 갖
고 있는데, 이 역시 연합사(전시) 체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는 인력 운용과 
시설 유지를 위한 많은 예산이 요구됨으로 국방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 넷째, 미래 연합사 
체제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지휘구조이지만, 미래 연합사의 위치는 평택 미군기지에 있
게 되면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째, 미래 연합사 체제는 ‘증원 미군에 대한 통제력 약
화 우려’의 문제를 갖는다. 즉, 연합사령관이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조정되면, 미군이 연합군
사령관을 하는 현 체제보다 주한미군 또는 유사시 증원 미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해결방안51)

먼저, 전작권 전환정책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비교적 장기간 추진
한 전작권 전환정책은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한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노력을 집중하게 하였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국방개혁은 모든 정부의 핵심 정
책으로 높은 관심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군사 능력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합참이 주도하여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등 한국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능력 향상만이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는 변
수는 아니다.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한국정책이 지배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

50)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장재규, “전작권 전환: 미래 연합사 체제에 대한 비판
적 고찰,” 『국방정책연구』37-3, 2021, pp. 61~65. 

51) 세부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한다. 장재규(2021), pp. 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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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다 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재 
한미가 합의된 전작권 전환 방향이 2007년에 합의되었던 전작권 전환과 다르다는 것은 이
를 잘 설명한다. 따라서 미래 연합사 체제를 최종적인 한미 연합지휘구조로 가는 중간 체제
로 인식하고, 주도-지원 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여 한국군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 합참의 
‘전투를 주로 하는 각 군의 작전사를 작전지휘’하는 기능을 창설되는 합동군사령부가 수행함
으로써 전·평시 작전 이원화 문제와 한국군 편성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합동군사령부 창설 시, 부대의 위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위치와 같은 장소여야 한다. 합
동군사령관과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동일 지휘관이고, 전·평시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통합적
으로 지휘하므로 합동군사령부는 미래 연합군사령부와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 셋째, PMC
의 위상과 한국군 대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PMC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PMC는 MC와 
같은 수준에서 MC 하위의 상설군사위원회로 조정하고, 한국군 대표를 합동군사령관으로 변
경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끝으로, CODA는 폐지하고 전시에 작전통제 받는 미군 부대
에 대해서 미래 연합군사령관의 권한이 필요하다. 한편, 합동군사령관은 미래 연합군사령관
을 겸직하므로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므로 연합군사령관의 연합권한위
임사항(CODA)은 필요 없다. 그러나 전시 한미 연합작전에 투입되어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는 미군 부대를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전 시 연합군사령관에게 
현 CODA와 유사한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한은 유사시 미군 투입과 증원을 
확인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국의 대한국 정책, 북한의 위
협, 한국의 국방정책, 연합작전의 효율성 등 4가지임을 한미 연합지휘구조에 변화가 있었던 
3개 사례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상황에서
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미 연합지휘구조가 최초 형성된 한국전쟁 
시의 유엔사 체제도 미국의 대한국 정책(북한 침략 격퇴를 위한 군사적 개입), 북한의 위협
(국가 생존의 위기), 한국의 국방정책(미국에 절대적 의존) 등 정책적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
되고, 연합작전의 효율성(한국군의 유엔사 구성군사 예하로 편입)이라는 군사적 영향요인에 
의해 완성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유엔사 체제 이후 지속 변화해 온 한미 연합지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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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 권한보다는 한국군에 대한 작
전통제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유용함을 알 수 있었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은 한국의 자율성 향상과 비례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반면 미국의 안보지원과 북한
의 위협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는 향후 한미 연합지휘구조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적 틀을 고려
하여 미국의 안보 지원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북한의 위협이 현 수준을 
유지 시 미래 연합사 체제로, 감소 시 주도-지원 체제로, 북한 위협 증가 시는 현 연합사(전
시) 체제를 유지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주도-
지원 체제 또는 미래 연합사 체제로 한미 연합지휘구조가 변경될 것이나, 북미 관계의 급격
한 개선을 예상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 시 미래 연합사 체제로 전환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연합사 체제는 현 연합사(전시)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인 단일 전구
에서 2개 작전사령부 문제와 합참·연합사의 한국군 2중 편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PMC 미국 대표와 연합사 부사령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연합군사령관과 
부사령관 간 권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미래 연합사 위치가 평택 미군 기지에 있게 되는 
것과 미군 전력에 대한 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전작권 전환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합동군사령부를 별도의 장소에 
창설하고 합동군사령관이 미래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게 하여 현 연합사(전시) 체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과 사령부 위치의 부적절함을 해소하고, 합동군사령관을 PMC 한측 대표로 
임명하여 권한 역전 현상을 방지하며, 한국군에 대한 CODA는 폐지하고 전시 작전통제하는 
미군부대에 대한 CODA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연구의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설정한 변수
의 설명력과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즉, 저자가 사용한 변수와 분석의 틀이 
한미 연합지휘구조의 변화를 완전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안적 분석 틀과 방법론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는 보편성과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아닌 다른 국가의 비대칭 동맹의 연합지휘
구조와 한반도 밖에서 형성된 한미 연합지휘구조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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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is an inflection point that dramatically changes the 

framework of the Korea-US combined defense and is to establish the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sonably predict the combined 

comm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seek the direction of preparation 

accordingly.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is a future thing that has not yet occurred, and in 

order to reasonably predict the combined comm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U.S. 

at this time, logic and validity can be guaranteed only on a theoretical basis. Therefore,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this paper sets four factors influencing Koera-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U.S. policy for Korea, NK’s threat, South Korea's defense 

policy, and the efficiency of combined operations. And as a mechanism that operates in 

the coordination process of the Korea-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the framework 

of analysis applying the theory of security-autonomous trade-off is used.

Analysis of the three cases of major changes in the Korea-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showed that changes were triggered by U.S. policy for Korea, NK's threat, and 

Korea's defense policy, changed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Korea's autonomy through 

security-autonomy exchange mechanisms. And in the process of materializa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combined operation had an effect. 

When evaluating based on the result of the case studies, it was expected that the 

combined command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S. would become the future CFC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지휘구조 연구 ❚143

system. However, since the future CFC system inheri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FC(wartime) system or has additional problems, measures such as the creation of the 

Korea joint force command are required to sol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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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수단으로써 강압의 하드파워와 매력의 소프트파워가 가진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간 통합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외교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응해야 하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varying context)에서 융통

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자체의 특성과 주 활동무대인 바다가 제공하

는 환경적 특성으로 임무/시간/장소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융통성이 탁월하여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항공모함의 유용성을 살펴본 후,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해 항공모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왔는지 분석했다. 

핵심어: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 항공모함의 유용성, 항공모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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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드럽게 말하고 커다란 막대기를 가져라. 그러면 더 멀리 갈 것이다(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 you will go far).” 제26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가 언급한 말이다. 강압의 하드파워(hard power = big stick)와 매력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 speak softly)를 결합하면 더 큰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하드파워 수단만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문화/이념 등과 같은 소프트파
워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스마트파워
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을 강압할 수 있는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자국의 매력을 
향상하는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스마트파워 구현의 최적
화된 수단이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모함이다.

’21년 5월 영국 포츠머스 항을 출항한 영국해군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HMS 
Queen Elizabeth)은 7개월 동안 40여 개국을 방문하며 약 26,000마일을 항해하는 세계 
일주를 시작했다. 기간 중 퀸 엘리자베스함은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에 대한 공중강습
과 같은 군사적 임무(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 동맹/파트너 국
가들과 연합훈련 및 함정방문,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와 같은 비군사적 임무(소프트파워)도 
수행했다. 영국은 이러한 퀸 엘리자베스함의 항해를 “칩거의 종식(end to the era of 
retreat)”을 알리며 “세계적인 영국(Global Britain)”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1) 항공모함이 
“단순한 예비 비행기지” 또는 “단순한 해군함정 중 1척”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군사력(하드
파워)과 국제적 위상(소프트파워)을 나타내는 스마트파워 구현의 최적화된 수단임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외교정책 수단으로써 강압의 하드파워와 매력의 소프트파워가 가진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스마트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간 통
합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effective)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efficient) 자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군사력은 하드파워의 대표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위
협하고 강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군사적 임무 등을 통해 매력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군사력의 수단이 동일한 수준의 스마트파
워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육군의 탱크, 공군의 전투기, 해군의 함정 
모두가 스마트파워 구현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그 수준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 Jonathan Beale, “HMS Queen Elizabeth: Why is a UK aircraft carrier going on a world tour?” BBC 
NEWS, 2021.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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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인 강압에서 협력까지 다양한 상황(varying context)에서 
운용될 수 있는 융통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파워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향상하여 스마트파워를 구현할 수 있는 효
율적인 군사적 수단은 무엇인가? 그러한 수단은 스마트파워 향상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가? 

이번 연구는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
모함의 유용성을 분석하고,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해 항공모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왔는
지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항공모함 확보를 결정한 한국해군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도출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에 있어 미국과 영국이 적절
한 비교 대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은 항공모함 운용 경험이 
풍부하고 현재까지도 항공모함을 가장 활발하게 운용하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다양한 항공
모함 운용경험에서 오는 교훈은 한국해군의 항공모함 확보와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미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미 의회 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등 미국과 영
국의 공신력 있는 안보연구기관에서 항공모함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자료의 충분성(data richness)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보
다 정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2) 또한 미국, 영국과 같은 강대국 해군도 중ㆍ소형국 해군의 
축소판(miniature)일 뿐 해군전략과 해군력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3) 
따라서 항공모함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
함의 유용성과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
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항공모함은 대중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공모함
에 대한 연구는 많았고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중국 등과 같은 주변국
의 항공모함 확보 및 운용, 현대화 추세 등과 관련된 연구들로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4) 두 번째는 미래 한국해군의 항공모함 확보 필요성 또는 항

2) Stephen Van Evera,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79.

3) Ian Speller, Understanding Naval Warfare (New York: Routledge, 2014), pp. 96-97.; Geoffrey 
Till, “Are Small Navies Different?” in Michael Mulqueen, Deborah Sanders, and Ian Speller(eds.), 
Small Navies: Strategy and Policy for Small Navies in War and Peace (Burlington: Ashgate,  
2014), pp.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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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함 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이다.5) 세 번째는 항공모함은 군사과학기술의 결정체이기 때
문에 항공모함 건조 동향 및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소개하거나 분석한 연구이다.6) 

앞서 언급한 항공모함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항공모함 보유국가의 운용사례 및 역할, 
발전추세 등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만의 근원적인 장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의 항공
모함 운용사례 및 현대화 동향에 대한 나열을 넘어 다른 군사적 수단보다 강압에서 협력까
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만의 유용성을 스마트파워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항공모함이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스마트파워 구현에 특별한 
이유와 더불어 한국해군의 항공모함 확보에 대한 근원적 논리 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스마트파워의 개념과 
등장배경,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스마트파워 구현에 특화
된 항공모함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해 항공모함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스마트파워 개념과 핵심요소

1. 스마트파워 등장배경

“사랑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군주론에서 언
급된 내용으로 국제정치에서 힘의 두 가지 형태인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잘 나타내고 있
다. 하드파워는 강압(coercion)과 보상(payment) 등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4) 박성용, “전간기 영국, 미국, 일본의 항공모함 발전에 관한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7권, 2호(2011).; 반
길주, “국가전력으로서의 항공모함 확보조건 분석,” Strategy 21, 통권 39호(2016).; 한종환, “미 해군 항공모
함에 대한 논쟁과 발전 동향, 한국해군에 대한 함의,” 한국국가전략, 제6권 제2호(2021).

5) 김은효, “한국형 항공모함의 필요성과 항공작전능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89호(2021).; 조성
진, “대한민국의 항모비행단(CVW)과 미래 해양전,” 국방과 기술, 제509호(2021).

6) 가키타니 데쓰야(권재상 역), 바다의 지배자 항공모함, 서울: 북스힐, 2014.; 이형민, “영국 해군의 HMS 
Queen Elizabeth급 차세대 항공모함,” 국방과 기술, 제420호(2014a).; 이형민, “미 해군의 Gerald R. Ford
급 최신 항공모함,” 국방과 기술, 제422호(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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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다.7) 군사력, 경제력 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확산과 
냉전의 종료,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 증가,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심화, 민주주의 확산, 대중의 
폭력에 대한 혐오성 증가 등으로 전쟁과 같이 하드파워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고,8) 전쟁은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써 그 정당성을 점차 상실하
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프트파워는 문화, 가치, 정책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바탕으로 상대방으로 하
여금 자국에 대한 선호도(preferences)를 변화시켜 매력(attraction)을 증진하고, 궁극적으
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9) 다시 말해서 소프트파워는 강압이나 보상 없이 
상대방의 선호를 변화시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위협과 강압, 폭력 위주의 하드파워
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프트파워는 학계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모호한 개념, 효과 측정 제한, 불명확한 인과관계 등으로 실제 외교정책의 수단으
로 운용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사항이 많다는 비판이 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10)

이러한 상황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개념이 등장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는 2007년 스마트파워 위원회를 설립하여 스마트파워를 실제 
외교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11) 지난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스
마트파워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12) 예를 들면 2009년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
장관은 “미국은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모든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적, 문화적 수단 또는 
이러한 수단을 통합한 ‘스마트파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미 합참의장이었던 멀
린(Mike Mullen) 제독도 미국의 외교정책 수행을 위해 미 정부 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를 결합한 정부 전체의 접근을 강조했다.13)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

7)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Books, 2004), p. 5. 

8) Giulio Gallarotti, “Smart Power: Definitions,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8, No. 3(2015), pp. 251-252.

9) Joseph Nye(2004), p. 8. 

10) Joseph Nye,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Affairs, 2011), p. xiv. 

11) 나이(Nye)와 아미티지(Armitage) 주도로 2007년 창설된 스마트파워 위원회(Smart Power Commission)에
서 미국은 스마트파워를 향상하기 위해 (1) 파트너십, 동맹과 제도, (2) 국제 개발, (3)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 (4) 경제적 통합, (5) 과학기술과 혁신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Richard Armitage and 
Joseph Ny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참고. 

12) Giulio Gallarotti(2015), p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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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자주의, 국제기구 및 제도, 국가안보의 비군사화(demilitarization) 등과 같은 외교정
책의 기조도 2007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스마트파워 위원회가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제
시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가진 근원적 한계로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통합적 사
용을 강조하는 스마트파워는 외교정책 수단으로써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2. 스마트파워 개념 

나이(Joseph Nye)는 스마트파워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결합(combination)으로 
정의하면서,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가진 근본적 결함을 인정
하면서 외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통합된 운용을 강조했
다. 다시 말해서 외교정책 수단으로써 하드파워 또는 소프트파워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목표/방법/수단의 프레임으로 설명한 것이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는 결국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하드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에 기반하여 상대방을 강압하거나 회유하는 방
법을 이용하고, 소프트파워는 가치나 문화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매력을 향상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표 1> 스마트파워 =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구 분
스마트파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목 표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행동 변화

방 법 강압, 보상, 회유 매력

수 단 군사력, 경제력 등 가치, 문화, 정책 등

언급한 것처럼 스마트파워는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통합하
는 것으로 경제/외교/법/군사/문화적 수단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적절한 혼합”은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자원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해 하드파워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13) Yee-Kuang Heng, “Smart Power and Japan’s Self Defense Forc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8, No. 3(2015), pp. 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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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하드파워를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강압과 위협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하드파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해당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향상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
을 변화시키는 것도 스마트파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파워를 추구함에 있어 소프트파워의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스마트파워를 추구함에 있어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에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군사력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14) 왜냐하면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 수단을 이용하
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해
당 국가의 매력이나 위상과 같은 소프트파워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따
라서 군사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향상하는 스마
트파워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군사력 중에서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향
상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강압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매력을 증진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스마트파워를 구현하기 위한 최
적의 수단이 된다. 

3. 스마트파워 구현의 핵심요소 :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스마트파워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갖춰야할 핵심요소는 바로 다양한 상황(varying 
context)에 운용될 수 있는 융통성이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응해야 하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통합하여 각 상황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16) 예를 들어 국가 간 외교에
서 전쟁 또는 위기 발생 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강압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평시
에는 경제/역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자국에 대한 호감도를 향
상하여 협상 또는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 또는 자국의 매력을 향상하는 것 중 어느 한쪽에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스마트파워 구현에 최적화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강압과 자국에 대한 매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융통

14) Yee-Kuang Heng(2015), p. 284.

15) Joseph Nye, “Hard, Soft, and Smart Power,” in Andrew Cooper, Jorge Heine, and Ramesh 
Thakur(eds.), The Oxford Handbook of Modern Diploma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565.

16) Richard Armitage and Joseph Nye(200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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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군사력이다. 군사력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강압하기 위한 하드파워의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상황에 따라 비군사적 운용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향상하여 스마트파워
를 구현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17) 예를 들어 군사력은 전쟁을 통해 강압의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 재난구호 또는 평화유지활동 등과 같이 비군사적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소프트파워를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군, 해군, 공군의 모든 무기체계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운용가능한 융통성을 갖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군사력 운용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스마트파워의 핵심요소인 다양한 상황(varying context)에 운용될 수 있는 
융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스마트파워 구현에 적합한 수단인지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임무의 융통성 측면이다. 군사적 수단 중에서도 상대방을 강압하거나 위협하는 
군사적 임무에만 특화된 수단은 스마트파워 구현에 적합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군사적 임
무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임무에도 자유롭게 투입되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시간의 융통성이다. 스마트파워 구현
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운용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여기서 원하는 시간이란 상황 발생 후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상황의 전개에 따라 지속적
인 대응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비교적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야 함을 의미한다. 마
지막으로 장소의 융통성이다.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해 전 세계 상황 발생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 수단 자체의 기동성은 물론이고, 수단의 이동을 보장하는 환경/제도
적 측면에서도 제약이 덜해야 한다. 

요컨대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인 다양한 상황에서 운용 가능한 융통성은 다양
한 임무에 투입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모함은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인 임무/시간/장소의 측면에서 다른 군사적 수단에 비해 
스마트파워 구현에 특화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Joseph Nye(2004),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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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함의 유용성

미국은 항공모함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외교적 마찰 없
이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는 4.5에이커 (약 5,500평)의 미국 (영토) 을 가지는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8)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대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항공
모함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융통성 있는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항공모함 자체의 특성
과 주 활동무대인 바다가 제공하는 환경적 특성으로 항공모함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임무의 융통성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함정은 그 자체가 다목적(multi-purpose)이다. 따라
서 다른 무기체계 비해 다양한 상황에 운용되어 융통성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19) 해상에서 전투 임무에 특화된 구축함도 소형보트나 헬기 등을 탑재하여 비군사
적 임무에 투입될 수 있고, 지원 임무에 특화된 지원함도 함포 또는 유도무기 등을 탑재하여 
군사적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 이것은 해군함정이 국가의 외교정책 수행에 있어 타국과 분
쟁에서 협력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임무의 융통성
과 연결된다.20) 

해군함정 중에도 항공모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임무 융
통성이 탁월하다. 첫 번째는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함재기의 종류와 구성을 타 해군함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재난구호와 같은 비군사적 임무
까지 다양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함재기를 자신의 의지
대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사항이 적다는 점이다. 

18) Christopher Bowie, The Anti-Access Threat and Theater Air Base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02), p. 3. 

19) 해군함정이 다양한 탑재 자산을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
다. 대표적으로 해군력이 가지는 융통성에 대해 루트왁(Luttwak)은 근원적 기동성(inherent mobility), 전술
적 융통성(tactical flexibility), 광범위한 행동반경(a wide geographic reach)을 언급했고, 틸(Till)은 해군
력이 육ㆍ공군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독립성(independence), 작전반경(reach), 융통성(flexibility), 통
제성(contrallability), 전략적 기동성(strategic mobility)을 언급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군력의 
특징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Edward Luttwak, The Political Uses of Sea Power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ourledge, 2009), pp. 260-261. 참고.

20) Christian Le Mière, Maritime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Drivers and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2014), pp.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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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한 함재기 구성 및 변경 용이 

항공모함의 핵심능력은 바다에서 탑재한 함재기를 이함시켜 부여된 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다. 여기서 항공모함은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임무에 대비하여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의 구성
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투함, 지원함 등 다른 해군함정과 비교 시 항공
모함은 군사적 임무 내에서 임무를 변경하거나 군사적 임무에서 비군사적 임무로 변경 시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개조/개장 없이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투함과 
지원함에서 임무 변경 필요에 따라 탑재된 무장 또는 헬기/소형보트를 교체하는 것은 별도
의 개조/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함재기가 해상에서 이착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기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예를 들면 전투임무에 투입되
는 상황이라면 고정익 항공기를 다수 탑재하고, 고정익 항공기 중에서도 전투임무에 특화된 
전투기를 위주로 탑재하면 된다. 만약 항공모함이 재난구호와 같은 비군사적 임무에 투입된
다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용이한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 특히 화물/병력이송에 특
화된 헬기를 추가 탑재하면 된다.

<그림 1> 미 항공모함 비행단 함재기 구성 변화21)

<그림 1>은 미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의 구성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차 
세계대전 및 냉전 기간에는 지상 또는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격 목적의 
함재기를 주로 탑재한 반면, 냉전 종료 후에는 다목적 및 특수목적 함재기를 주로 탑재하고 

21) Bryan Clark and Adam Lemon, et al., Regaining the High Ground at Sea: Transforming the 
U.S. Navy’s Carrier Air Wing for Great Power Competi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8),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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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다목적 함재기는 대함/대지/대공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여 융통성 있는 군사
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특수목적 함재기는 감시/정찰, 탐색구조, 재급유,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재기이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모함은 안보상
황의 변화 또는 투입되는 목적에 따라 넓은 비행갑판에서 운용될 수 있는 함재기 구성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변경하여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쓰나미 발생 이틀 후 미 해군은 홍콩에 정박해있던 항공모함인 링컨함
(USS Abraham Lincoln)에 출항을 명령했고, 링컨함은 출항 명령을 받은 3일 후인 2005
년 1월 1일 현장에 도착하여 임무를 시작했다.22) 쓰나미 발생 후 출항까지 링컨함은 이틀의 
짧은 준비시간 밖에 없었다. 당시 항공모함은 보통 4 ~ 6대의 헬기를 운용했지만 링컨함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임무 수행을 위해 헬기 운용 대수를 300% 이상 증가시켜 18대의 
헬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링컨함 비행갑판을 조정(reorganized)했고, 탑재한 
헬기의 이륙중량도 최대로 하기 위해 헬기도 신속히 개조했다. 임무에 맞는 신속한 함재기 
탑재 및 변경으로 링컨함은 당시 지원 임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23) 

영국의 항공모함이었던 인빈서블함(HMS Invincible)도 최초에는 소련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8대의 대잠헬기와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여 대잠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되었으나 부여된 임무에 따라 함재기 구성을 변경하며 1990년대 보스니아 내
전 시에는 유엔의 평화유지임무를 지원했고, 1997 ~ 1998년에는 22대의 함재기를 탑재하
여 이라크에 대한 강압외교의 수단으로 운용되어 영국의 군사와 외교 전 스펙트럼에서 다양
한 임무를 수행했다.24) 

따라서 항공모함은 함재기 구성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변경하여 강압을 위한 하드파워적 
운용 목적에 맞게 적대국에 대한 위협 또는 억제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함정 상호방문, 타 해군과 
연합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유로운 항공모함 함재기 운용 가능 

임무에 적합한 함재기 구성 및 변경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2) Bruce Elleman, Waves of Hope: The U.S. Navy’s response to the Tsunami in Northern 
Indonesia (Newport: Naval War College Press, 2007), p. 119. 

23) Maria Kingsley and Alison Vernon, Disaster Relief and Engagement Operations, 1910-2010, 
(Arlington County: Center for Naval Analysis, 2011), p. 25.

24) Tim Benbow, “British Uses of Aircraft Carriers and Amphibious Ships: 1945-2010,” Corbett 
Paper, No. 9(201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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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기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항공기를 운용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접근, 기지, 영공통과(Access, Basing and Overflight rights, 이하 
ABO 권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접근(Access)은 항공기 이착함(륙)을 
위한 기지 또는 관심지역으로 이동이나 군수지원 등을 의미한다. 기지(Basing)는 항공기의 
이착함(륙)을 위한 기지 확보, 마지막으로 영공통과(Overflight)는 다른 국가의 주권이 미치
는 영역으로 항공기가 통과할 때 사전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항공모함 함재기는 지상기지
에서 발진한 항공기에 비해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ABO 권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사례를 보면 지상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항공기 운용을 위해 
ABO 권한이 항상 필요한 시기 및 장소에서 가용했던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당사국의 정치적 이유로 미국과 영국 항공기가 해당국가가 보유한 기
지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ABO 권한이 가용했던 상황에서도 
지상 공군기지의 위치나 시설이 미국과 영국의 항공기 임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도 많았다.25) 예를 들면 1986년 리비아 폭격 당시 NATO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스페
인은 영국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전투기의 자국 영공통과를 거부했고, 미 공군의 전투기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우회하여 수차례 공중급유를 통해 왕복 9,700km를 비행해야 했다.26)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NATO 회원국이었던 터키는 연합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터키 내 
지상 공군기지 사용 및 영공통과 승인을 거부했다. 또한 당시 걸프만의 일부 국가에서는 자
국의 지상 공군기지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의 숫자와 종류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형태까지도 제한하기도 했다. 2011년 리비아 전역에서도 영국 마함
(Marham) 기지에서 이륙한 영국 전투기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공군기지 사용을 허가하
기까지 왕복 4,830km를 비행해야 했고, 5번의 중간 급유를 받아야 했다. 당시 리비아 전역
을 분석한 영국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영국 마함(Marham)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는 우
회비행 및 공중급유 등으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비용이 소모
된 것으로 나타났다.27) 관련해서 영국 국방안보전략검토서(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에서는 “영국은 우방국의 지상 공군기지 지원 없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도 항공력을 전개할 수 있는 항공모함만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5) Tim Benbow(2012), p. 6.

26) James Jimenez, “Above & Beyond: Take a Left at Portugal,” Air and Space Magazine, December 
2008.

27) Tobias Ellwood, “Leveraging UK Carrier Capability,” RUSI Occasional Paper (2013. 9.),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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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지상 공군기지에서 운용되는 항공기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운용 가능할 것이라
고 가정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28) 

반면 항공모함은 추후 설명하겠지만 공해에서 다른 국가의 주권 침해없이 자유롭고 중립
적인 접근이 보장되어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기동 가능한 비행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문제로 다른 국가의 지상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키지 못하
거나 영공통과를 승인하지 않는 등 제한이 있을 때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는 당사국의 
의지대로 함재기를 운용하여 군사력을 투사해왔다.29) 다시 말해서 항공모함은 함재기 운용
을 위해 ABO 권한에 의존하지 않는 주권적 자산으로 ABO 권한이 충족되지 않는 환경 또는 
확립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없는 환경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융통성 있는 해상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30) 

2. 장소의 융통성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주권 주장,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해적,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 테러 등 군사력을 이용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 발생지역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육지는 경계와 그에 따른 소유권(ownership)이 명확하다. 따라서 육지를 통해 다른 국가
로 군사력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주권영역으로 진입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서 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보유한 영토, 동맹국의 영토 또는 
타국의 영토 내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에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공군력도 유사한 제한사항이 있다. 기지 의존성(Dependency on 
bases)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전투기는 이륙할 경우 반드시 착륙해야 하는 지상 공군기
지가 필요하고, 이것은 육군과 유사한 문제이다. 또한 다른 국가의 영공을 비행하기 위해서
는 이를 위한 사전허가도 필요하다. 따라서 육군과 공군의 전력을 지상 또는 공중을 이용하
여 다른 국가로 투사하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28) Tim Benbow(2012), p. 7.

29) Michael O’Hanlon, “The Future of Aircraft Carrier and the Carrier Air Wing,” Joint Force 
Quarterly, Vol. 90, No. 3(2018), p. 19.

30) Lee Willett, “‘More Than Just Spare Airfields’: Defence Policy, Defence Reviews and the Queen 
Elizabeth-class Aircraft Carriers,” in Tim Benbow(ed), British Naval Aviation: The First 100 
Year (London: Routledge, 2011),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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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함정의 주 활동무대인 바다는 육지처럼 소유할 수 있는 영역
이 아닌 접근(access)과 사용(usage)의 영역이다. 바다는 지구 70%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해안선에서 12마일 이내는 영해로 인접국이 주권을 행사하지만 유엔해양법상 무해통항31)

의 조건을 만족하면 영해 내에서도 타국 해군함정의 통항 자체는 가능하다. 또한 해안선 12
마일 외곽 바다의 대부분은 국제 공공재(global commons)에 해당하는 공해로 유엔해양법
상 자유로운 항해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국에 대한 주권 침해 없이 원하는 지역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해군의 주 활동무대인 바다의 특징으로 원하
는 곳에 다른 국가의 주권 침해 없이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한 세계적 기동성(global 
mobility)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항공모함은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해협
을 통과할 경우 통과통항32)의 원칙에 따라 함재기를 이착함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엔해양법상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바다가 제공하는 기동의 자유는 항공모함을 외교적 수단으로 운용하기 위한 장점
을 극대화한다. 바다에서 항해의 자유가 국제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공해에
서 자유롭게 기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해서 항공모함의 전개는 다른 국가
와 사전 협조 또는 ABO 권한에 대한 승인 없이 자국의 의지대로 실시할 수 있고, 다른 국가
를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자극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항공모함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외교적 옵션이 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항공모함을 특정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연스러운 기동 또는 전력의 재배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모함의 이동은 당사국이 원할 경우 대중 또는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항공모함의 이동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전
개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4월 미국은 이란과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로 군사적 
긴장이 절정이었던 시기에 항공모함 1척을 페르시아만 근처로 추가로 파견했다. 당시 미 해
군은 두 번째 항공모함의 파견은 일상적인 정기 교대의 일환이었다고 언급했고, 이란 핵 위
기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33)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 운용 의도는 정확하게 

31) 유엔해양법은 무해통항을 “연안국의 안전, 질서, 평화에 해를 끼치지 않는 통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해통항
의 원칙에 따라 군함은 타국의 영해에서 연안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훈련이나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없지만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한 항해 자체는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org/depts/los/
co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part2.htm. 참고. 

32) 유엔해양법은 통과통항을 “국제해협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항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협에서 군함
을 포함한 선박은 정상 모드(normal mode)로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함재기를 이착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
조한 항공모함은 국제해협에서 함재기 이착함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org/Depts/los/co
nvention_agreements/texts/unclos/part3.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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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바다가 제공하는 기동의 자유로 인해 항공
모함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옵션이고 그에 따른 명분도 자연스럽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항공모함은 육군과 공군의 무기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법적
으로도 정당하게, 그리고 다른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원하는 지역에 접근하거나 재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이 육군/공군과 비교할 때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장점으로 공해상에서 상대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신뢰를 증진하고, 존
경과 권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유이다.34) 

여기에 더하여 항공모함은 하루에 500마일(약 900km) 이상의 장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은 추진 연료의 특성 상 연료의 재보급 없이 바다에서 장기간 
기동이 가능하며,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의 경우에도 연료 재보급 시 장기간 임무수행이 가
능하다. 또한 지상 공군기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항
공기는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이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관심해역 어디든 기동이 
가능하여 자연스럽게 함재기의 기동 반경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해상에서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3. 시간(작전지속 측면)의 융통성 

항공모함은 관심 지역에 전개하여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며 상황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수개월 동안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 유류와 식량
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국 니미츠급(Nimitz class) 항공모함 기준으로 보통 항공모함은 재보
급 없이 약 90일 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재보급을 받을 경우 작전기간은 지속 
연장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항공모함은 저강도에서 고강도 분쟁까지 군사적 긴장 수준
의 변화에 따라 강압에서 협력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 장기간 동안 관심해역에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기 발생지역에 전개된 항공모함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대
기할 수 있고, 상황이 고조되어 대응할 필요가 생기면 전개된 항공모함 전력은 바로 대응할 
수도 있어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위기가 소강상태로 되면 전개된 항공모함 전력은 
조용히 이동하여 철수할 수 있다. 이것은 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항공모함 보유국가의 
단독 결정으로 가능하다.35) 이를 통해 항공모함은 위기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33) Christian Le Mière(2014), p. 22.

34) Hedley Bull, “Sea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in Power at Sea Part 1: The New Environment 
Papers from the IISS 7th Annual Conference, The Adelphi Papers, Vol. 1. No. 22(197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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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마지막에 현장을 떠날 수 있게 된다.36)

요컨대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최대
한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외교 옵션을 실행함에 있어 
행동의 시작을 쉽게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해당 옵션을 사용함에 있
어 제한사항이 적어야 한다. 또한 행동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압박의 강도
를 상황에 따라 쉽게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항공모함은 상대적으로 적은 제약
에서 전개 또는 재배치가 가능하며,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다.37) 따라서 항공모함은 “단순한 예비 비행기지 
이상(more than just spare airfields)”으로,38) 단순한 해군함정 1척이라기 보다는 강압에
서 협력까지 전 범위의 외교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스마트파워 구현의 핵심수단이라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Ⅳ.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함의 역할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함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사례를 통해 상대방을 강압하기 위한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자국의 매력
을 향상하는 소프트파워 구현을 위해 항공모함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하드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함의 역할

가. 전시 생존성 높은 비행기지로 전쟁 승리에 기여 

전시 공세적 항공능력 확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항공모함은 우수한 
생존성을 바탕으로 지상/해상/공중 표적에 대해 준비태세가 잘 갖춰진 공격능력이 우수한 
전투기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함시켜 지상/해상/공중에서 우세를 확보하는 이동하는 
비행기지가 될 수 있다. 

항공모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공모함을 흔히 떠다니는 표적(a floating target) 또는 

35) Tim Benbow(2012), p. 9.

36) Lee Willett(2011), p. 217.

37) Tobias Ellwood(2013), p. 8.

38) Lee Willett(2011),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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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치 표적(a high-value target)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지상 공군기지와 항공모함의 생존
성을 비교함에 있어 상호 비교가 불가하여 판단이 제한되는 요소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적의 입장에서는 항공모함과 지상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수단을 
개발하고, 반대로 항공모함과 지상 공군기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수단을 
강구한다. 여기서 지상 공군기지와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적의 무기 중 어느 것이 더 
위협적인지 또는 지상 공군기지와 항공모함의 방어수단 중 어느 것이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
로 방어할 수 있는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적의 공격수단과 지상 
공군기지/항공모함의 방어수단 등을 비교하여 지상 공군기지와 항공모함 중 어느 쪽이 생존
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비교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지상 공군기
지의 생존성을 논함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지상 공군기지는 고정되어 있고 구글 맵과 같은 상용화된 인터넷 지도에서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항공모함 바다에서 기동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원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모함과 같은 표적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정찰위성이 필요하고 항공모함의 위치를 최신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을 지속적으
로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확인이 어렵다.39) 간단하게 말해서 원양에서 25노트
(시속 46km)로 기동하는 항공모함을 약 30분 정도 추적하지 못한다면 약 1,660㎢ 면적(서
울시 면적의 약 3배)을 가진 구형의 구역을 다시 탐색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모함은 넓은 
바다에서 적에게 발견되기도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적에게 
표적화되기도 어렵다. 

지상 공군기지의 취약성은 2012년 9월 14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지상 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탈레반의 지상 공군기지 공격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하루에 가장 많은 전투기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6대의 전투기(AV-8B)가 파괴되
었으며 2대의 전투기(AV-8B)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40) 단순한 테러집단의 공격뿐만 아니
라 정밀성과 폭발력이 향상되고 있는 적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려하면 지상 공군기지의 고
정된 특성은 지상 공군기지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41)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항공모함도 적에 의해 피격된 사례도 없고, 침몰된 사례도 없고, 항공모함에 탑재된 

39) 김재환, “해군 경항공모함, 미래 해양주권을 위한 핵심전력으로 부상,”  월간항공, 2021년 10월호(2021), p. 33.

40) James Bosbotinis, “Assessing the British Carrier Debate and the Role of Maritime Strategy,” Phd 
dissertation (London: King’s College London, 2014), pp. 109-110.

41) Tim Benbow and James Bosbotinis, “The Interoperability of Future Air Power, Afloat and Ashore: 
A Historical Analysis,” Corbett Paper, No. 13(201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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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재기가 적의 적대적인 행동에 의해 파괴된 적이 없다. 이것은 다수의 지상 공군기지가 적
에 의해 피격된 상황과 대비하면 항공모함의 생존성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
다.42) 

많은 사례에서 항공모함은 지상 공군기지가 운용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수한 생존성을 바
탕으로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함재기 운용을 통해 전쟁 승리에 기여했다. 1999년 코소보 
전쟁 시 기상 악화로 연안에 위치한 지상 공군기지를 운용할 수 없었을 때, 이탈리아가 미국
의 폭격기를 전개하기 위한 기지사용 허가를 보류하고 있었을 때 영국 항공모함 인빈서블함
(HMS Invincible)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24시간 전투 항공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공중우
세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43) 2001년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항구적 자유작전
(Operation Enduring Freedom)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에 대한 
공격을 위해 실시된 공중타격의 70% 이상을 항공모함 함재기에서 담당했다.44) 중요한 것은 
ABO 권한 문제 등으로 인근 공군기지 확보가 제한 될 경우 항공모함 함재기가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45) 또한 2011년 리비아 전역에서 프랑스 항
공모함인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함은 기 계획된 정비를 위해 임무에서 이탈할 때
까지 약 40%에 해당하는 연합군의 전투기 이착함을 담당했다.46) 

또한 항공모함은 생존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탑재한 전투기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가능하
게 한다. 항공모함은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적 근처에서 함재기를 이함시켜 함재기의 
비행시간과 연료 소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전투기의 공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항
공모함의 기동성은 함재기의 작전반경 증대와도 관계된다.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기지를 중
심으로 기동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해상에서 기지인 항공모함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재기의 작전반경도 훨씬 넓어지는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47) 따라서 항공모함은 전
시 전투기 발진이 가능한 유일한 기동 가능한 플랫폼이 되어 전쟁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48)

42) Tim Benbow and James Bosbotinis(2014), p. 9.

43) Lee Willett(2011), p. 204.

44) John Gordon, et al., Leveraging America’s Aircraft Carrier Capabilitie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06), p. 11.

45) Benjamin Lambeth, American Carrier: Air Power at the Dawn of a New Century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05), pp. 22-36.

46) Tobias Ellwood(2013), p. 4.

47) Tim Benbow and James Bosbotinis(2014), p. 7.

48) Lee Willett(2011),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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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력한 현시력을 바탕으로 한 억제

해군력에 의한 억제는 2가지 형태이다. 첫 번째는 수동적이면서 암시적인(implicit) 것으
로 직접적인 무력의 행사가 아니라 관심지역에서 기동이나 인근 공해에서 해군함정이 존재
하여 현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능동적이며 표면
적(explicit)인 형태로 관심지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행동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49) 

이러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이 공격할 경우 공격이 실패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이 강하다면 억제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큰 함정, 더 공격력이 우수한 함정
은 현시력이 크기 때문에 억제에 더 효과적이다.50)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럴드 포드
(Gerald R. Ford)급 대형 항공모함은 만재톤수가 약 11만톤, 전장은 350미터로 축구장 3
개 정도의 크기이며, 약 60 ~ 7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보통 중견국의 공군력과 유사한 
수준의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항공모함은 단독으로 임무를 수
행하지 않고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 4 ~ 6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동반하여 임무를 수
행한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력을 동반한 항공모함은 바다에서 자유로운 기동을 통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강력한 군사력 투사가 가능하여 위기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확실한 전투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51) 갈츠(Gartzke)와 린지(Lindsay)는 항공모
함의 보유가 국가 간 군사적 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잠수함, 전투함과는 달리 항공모함은 강력한 공격능력, 우수한 
현시성,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분쟁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항공모함의 보유할 
경우 양국 간 군사적 분쟁 횟수가 감소하여 군사적 분쟁이 억제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
인했다.52) 

억제를 위한 항공모함의 실제 운용사례에도 많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다양
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했고, 그 중 약 3분의 2 이상에서 항공모함을 
투입했다.53) 1995 ~ 1996년 대만해협위기 시 미국은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동시에 투입

49) Geoffrey Till(2009), p. 271.

50) Geoffrey Till(2009), p. 274.

51) Michael O’Hanlon(2018), p. 18.

52) Erik Gartzke and Jon Lindsay, “The Influence of Sea Power on Politics: Domain-and Platform-Specific 
Attributes of Material Capabilities,” Security Studies, Vol. 29, No. 4(2020), p. 624.

53) Jeffrey Barlow, “Answering the Call: Carriers in Crises Response Since World War II,” Naval 
Aviation News, January–February(199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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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했다. 2017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항
공모함 3척을 한반도 근해로 동시에 파견했고,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2019년 이란이 핵 합의 철수를 언급하며 
중동지역에서 위기 상황이 고조될 때도 미국은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페르시아만으로 파견
하여 이란의 위협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의 명확한 메시지와 의지를 전달함으로
써 해당 상황을 관리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양주권 주장이 강화되자 미
국은 항공모함을 투입하여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고, 2021년 10월에는 미국과 영
국 등 항공모함 4척이 참가하여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물론 억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제
한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중견국과 유사한 수준의 항공력과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항공모함, 그리고 항공모함에 수반된 다양한 전력의 보복을 예상하면서 공세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2. 소프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함의 역할

항공모함은 그 규모 및 공격력으로 인해 보유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국가로부터 존경과 
감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함정 상호방문 등 다양한 비군사적 운
용을 통해 해당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향상할 수 있다. 부빙(Alexander Vuving) 박사는 소
프트파워 향상을 위한 매력의 핵심요소로 호의(benignity), 능력(competence), 카리스마
(charisma)를 제시했다. 여기서 호의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며, 능력
은 실제 임무 수행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감탄,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
리스마는 강력한 권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호감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게 하는 것이다.54) 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해서는 호의, 능력,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항공모
함은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우수하다.

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 호의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소프트파워 향상 

항공모함을 이용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호의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소프트파워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 냉전 종료 이후 국가 간 전쟁 감소 경향에 따라 해군력은 전시 적에 
대한 공격이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에도 다
수 투입되었다. 2004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동(東) 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피해지역을 

54) Joseph Nye(2011),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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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공모함은 피해국
가에 대한 재난지원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향상할 수 있는 최고의 하드파워 자산이었다.55) 

지진, 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난은 도로, 공항과 같은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고 해안가
에 다수 부유물이 존재하여 피해지역에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접근이 매우 제한된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동(東) 일본 대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구호물자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56) 이때 항공모함에 다수 탑재된 헬기를 이용하면 구
호물자 및 병력을 연안까지 신속하게 이동시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동남아에서 쓰나미 발생 시 미 해군은 링컨함(USS Abraham 
Lincoln)을 파견했다. 수 주 동안 계속된 지원 임무에서 링컨함은 황폐화된 해안가 지역에
서 구호물품과 지원인력을 제공하는 주요 수단이었다.57) 2010년 1월 아이티(Haiti)에서 지
진 발생 시 국가 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당시 미 해군은 항공모함 칼빈슨함(USS 
Carl Vinson)을 파견했고, 칼빈슨함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를 통제하며 정부 및 
비정부기관과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지휘소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칼빈슨함에 탑재된 헬기
들은 하루에 240여 회의 임무를 수행하며 의료물품과 인도적 지원 물품들을 피해지역 해안
에 운반했다.58) 2011년 동(東)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 시에도 미 해군은 레이건
함(USS Ronald Reagan)을 파견했다. 당시 레이건함에서 이륙한 헬기는 피해지역으로 물, 
식량, 의료품 등 각종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핵심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항공모함에 의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는 미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발생 시 미국은 항공모함을 투입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로 인도네시아에서 호감도
가 15%에서 65%로 증가했고,59) 2011년 동(東)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이후 미 해군
은 항공모함 레이건함을 투입하여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를 수행했고, 이후 일본에서 
미국의 호감도가 66%에서 85%로 증가했다.60) 이것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에서 직

55) Larissa Forster, “The Soft Power Currencies of US Navy Hospital Ship Mission,”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16(2015), p. 369.

56) Maria Kingsley and Alison Vernon(2011), p. 46.

57) John Gordon, et al.(2006), pp. 32-33.

58) Lee Willett(2011), p. 207.

59) David Capie, “The United Stat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n East Asia: 
Connecting Coercive and Non-Coercive Uses of Military Power,”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8, No. 3(2015), p. 317.

60) Jennifer Moroney, et al., Lessons from Department of Defense Disaster Relief Effor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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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지원 및 지휘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피해국가
에게 미국의 호의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호감도를 증가시켜 소프트파워를 향
상한 사례인 것이다. 

나. 연합훈련과 함정 방문 : 능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써 소프트파워 향상

항공모함을 이용한 연합훈련 및 상호방문은 항공모함 보유국가의 능력과 카리스마를 보여
줌으로써 소프트파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항공모함을 이용한 다른 나라 해군과 
연합훈련은 상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국력의 상징과도 같은 항
공모함을 현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호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연합훈련에 항공모함을 참가시킨다는 것은 해당국가의 고가치 자산을 훈련에 
참가시켜 동맹 또는 당사국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고, 적대국으
로 하여금 동맹 간 상호 지원을 보여줌으로써 공격도 억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조지 워싱턴함(USS George Washington)이 동해에서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훈
련에 참가했다. 이 훈련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이었고, 이것은 한국을 지원하는 
미국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11월에도 조지 워싱턴함이 서해에서 한국해
군과 훈련했고,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이었고, 목적은 동일했다.61) 

둘째, 해군함정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에 대한 함정 상호방문은 새로운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형성된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해군함정은 단순
히 하나의 군사장비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관습과 문화, 역사를 보여주는 떠다니는 전시장(a 
floating showcase)이자 주권을 상징한다. 따라서 외부인들이 함정을 방문할 때는 해당 국
가 자체를 방문하는 것이다.62) 국가의 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이
든 부정적이든 주목을 받아야 하고 항공모함은 주목을 받기 적합하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
모함 방문은 해당국가의 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갈츠(Gartzke)와 
린지(Lindsay)는 항공모함의 보유가 국가 간 외교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모델
을 통해 연구했다. 그 결과 국가가 항공모함을 보유했을 경우 항공모함이 상대방에서 주는 
긍정적 인식으로 인해 양국 간 정부 및 외교 관계관 간 공식적 만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했다. 이것은 항공모함이 상대국가에게 더 잘 인식이 된다는 것이며, 항공모함이 떠다니는 
외교(floating diplomacy)에 특화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63) 예를 들면 

Asia-Pacific Region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13), pp. 86-87.

61) Christian Le Mière(2014), p. 2.

62) Christian Le Mière(2014),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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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에 시작된 영국해군 퀸 엘리자베스함의 세계일주를 통해 영국은 다양한 국가들
과 연합훈련, 함정 상호방문 등으로 브렉시트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지위 및 이미지 향
상, 팍스 브리타니카(the Pax Britannica)의 부활을 위한 영국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이처럼 항공모함을 이용한 연합훈련과 상호방문은 해당국가가 보유한 고가치 능
력을 직접 현시함으로써 상호 관계를 확립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고,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써 매력을 증진하여 소프트파워를 향상할 수 있다. 

Ⅴ.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주 활동무대인 바다의 환경적인 특성(자유로운 이동 보장 등)과 다수의 
함재기를 탑재하여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융통성과 기동성 등을 갖춘 플랫폼 자체의 특
징으로 항공모함은 임무/시간/장소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
하여 스마트파워 구현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실
제 운용사례에서도 항공모함은 하드파워적 운용 측면에서 전시 생존성이 높은 비행기지로 
전쟁승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현시력을 바탕으로 한 억제로 위기관리에서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프트파워적 운용 측면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연합훈련 및 함정 방문 등을 통해 호의와 능력 등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국가의 매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대국 간 국제정치 부활, 국가 간 전쟁 가능성 감소, 비전통 안보위협 증가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랑(소프트파워)과 두려움(하드파워)의 
대상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의 대상이 동시에 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모함은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용 가능한 융통성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스마
트파워 구현을 위해 미래 안보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
은 항공모함 확보를 결정한 한국해군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해군의 항공모함 확보에 있어 주된 논리는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억
제와 전쟁 발생 시 승리를 보장하는 군사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사례를 보면 

63) Erik Gartzke and Jon Lindsay(2020), pp. 6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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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이 군사적 목적으로만 운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항공모함이 가지는 장점을 
100%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스마트파워 구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보유하고 있는 (하드/
소프트파워) 자원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다.64) 비군사적 임무는 더 이상 군사력 운용에 있
어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 간 전쟁과 같은 전통적 안보위협의 감소와 더불어 
자연재난, 질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비군사적 임무 비
중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의 항공모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대
한 군사적 운용은 기본이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매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역할
을 수행해야하는지 스마트파워 구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항공모함을 군사전략, 합동작전, 또는 해군전략의 구현자(enabler)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구현자(enabler)로서 항공모함의 유용성과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영국해군은 1998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척을 2012년과 2015년 확보하기
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영국 내에서 항공모함 확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확보가 약 5년 정도 지연되었다. 항공모함 확보의 지연 또는 취소
는 항공모함의 군사/외교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적대국으로 하여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
는 새로운 기회의 창(a window of opportunity)을 제공하는 것이다.65) 한국해군도 항공
모함을 확보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 또는 주변국
이 항공모함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마다 항공모함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는 것은 항공모함의 건조 및 운용비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반대 의
견들을 잘 극복하고 항공모함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 발전이 필요하다. 전/평시와 군사/비군사적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항공모함의 유용성은 항공모함 확보의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이론적 프레임이 
될 수 있다. 미래 한국의 스마트파워 구현을 위한 핵심전력으로써 항공모함의 유용성과 역
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연구를 마친다.

64) Joseph Nye(2011), p. 23.

65) Lee Willett(2011),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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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유럽과 남중국해에 연이어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에 이
어 2022년에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 저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아
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한 미군은 중･러의 군사력을 견제하면서 역외균형 전략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자 배치조정 중이다. 

이런 상황변화는 한국 안보에도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만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동맹과 중국의 대립이 군사 충돌로 악화된다면 한국 방어태세의 전력 공백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1)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재래식 군사력의 고도화를 과시하고 있다. 차제에도 북한은 대외협상력 제고를 위한 핵･미
사일 능력 강화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의 비핵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와 군은 한반도의 평화적 대화 여건을 유인하면서, 다른 한쪽에
서는 남북 대립과 충돌의 비관적인 상황도 염두해두고 군사력 운용을 충분히 대비하는 지혜
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외 안보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방환경 분야에서도 과거와 다른 차원의 국방력 건
설과 제도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미래 병역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더 큰 변화 또는 혁신해야 할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방개혁 2.0 성과발표 이후 여론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국민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
인 국방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2) 

예비전력 분야도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국방부 발
표에 따르면 육군은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여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부대로 정예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과연 예비전력이 상비군처럼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부
대로 실질적인 정예화가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예비전력이 상비군과 함께 작전
할 수 있는 실재 전투력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 정예화할 것
인지에 대한 대답이 이 연구의 주제이다. 이 논문은 예비전력이 총체전력 구성체로서 상비
군과 통합 및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구축과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동원사단에 대한 전력증강 집중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유도하는 정책･제도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3)

1) “대만 위기땐 한국도 위기…미･중 사이 선택의 순간 온다.” 중앙일보 (2022.01.06.).

2) 이종윤. “전문가, 국방부 셀프 실적 자화자찬, 국민 공감 힘들어.” https://www.fnnews.com/news/2022010
91506436797 (검색일: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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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는 개전초 군단에 배속되는 동원사단이 분석 대상이다. 이 부대는 국방개혁에
서 핵심동원전력으로 지목된 전력증강의 대상이기 때문이다.4) 그러나 동원사단은 군단 및 
상비사단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연구 방법은 단일사례연구로 
1970년대 미국의 총체전력 정책(The Total Force Policy)과 예비군 개혁사례를 살펴본다. 
해석적 사례연구를 통해 총체전력 형성에 관여한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연구에 참고할 문헌
은 미국 국방부 및 의회 보고서, 주방위군 역사서, 한국 국방부 및 육군 정책연구보고서와 
간행물, 국내외 논문을 고찰한다. 주요 분석항목은 군 구조의 하위단계인 지휘구조, 병력구
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중심으로 하되 훈련체계, 예산 요소를 분석에 포함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총체전력의 기원

1965년 존슨(Lyndon B. Johnson) 행정부는 대규모 공군 및 지상군 배치를 시작으로 베
트남에 대한 군사개입을 본격화했다. 이때 존슨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 소집을 요
구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건의를 거절했다. 그는 이후 3년간 50만여 명의 군을 파병하면서도 
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군인들은 상비군 증원, 모병 또는 징집을 통해 충원
되었다. 이는 지난 200년의 미국 군사적 전통과는 다른 행태였다. 미국은 독립 이후 모든 
전쟁에 민병대를 동원해 싸웠기 때문이다.5)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로 징병제와 지원병제를 혼합한 선택 복무(selective serv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은 군 복무를 선택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징
집의 피난처였다.6) 따라서 존슨은 반전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까
지 동원하는 정치적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았다. 재선을 준비하는 그에게 유권자의 영향에 민

3) 동원사단은 동원위주부대로서 평시 편성률이 10%가 안 되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의 한 유형이다. 국
방부. 국방백서 (2020), p. 102.

4) 2018 국방백서에는 ‘작전 긴요부대’, 2020 국방백서에는 ‘동원위주부대’ 등 다양하게 명칭을 기술하고 있
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발간된 2020 국방백서의 ‘동원위주부대’를 사용할 것이다. 

5) 주방위군은 1903년 국가 민병대로 지정이 되었고, 1946년 육군의 중요한 예비전력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공군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 자원자들은 1965년부터 베트남에서 훈련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Correll, John T. 
“Origins of the Total Force.” AIR FORCE, Vol. 94 No. 2 (Feb 1, 2011).

6) 1955년 예비군법(the Reserve Forces Act)은 상비군에 복무하지 않은 인원도 예비군부대에 복무를 허용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도 병역의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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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동원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한편 1967년 맥나라마(Robert S. McNamara) 국방장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선발예비군(selected reserve force)’ 제도를 시행했다. 그는 이 부대에 장비획득 우선권과 
완편인원 모집 권한을 주고 매년 별도의 집중훈련을 받게 했다. 선발예비군 규모는 15만 
명에 달했다. 그 이전의 예비군에 대한 군과 정부의 평가는 불신과 냉소적인 것이었다.7) 

1969년 닉슨(Richard M. Nixon) 행정부는 입각하자마자 징병제 폐지에 들어갔다. 대통
령 지시로 지원병제(All-Volunteer Armed Force)를 연구하던 위원회는 주방위군과 연방
예비군의 활용에 주목했다. 이 위원회의 책임자인 레어드(Mevin R. Laird)는 ‘총체전력 개
념(Total Force Concept)’을 제안했다. 사실 ‘총체전력’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1953년 
1월 공군에서였다. 공군이 그들의 예비군 운용방식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다.8) 

국방장관이 된 레어드는 1970년 ‘총체전력 개념’을 국방기획, 계획, 제도, 인사, 획득, 주
방위군･연방예비군 운용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총체전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상비군-예비군 조합으로 국가전략을 지원하고 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예비전력은,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 그리고 선발예비군, 비상사태 초기 상비군 
증편의 핵심자원으로서 부대확장을 위해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체전력 개념은 공식적인 정책이기는 했지만,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이 없었다. 1973년 6월 징병제가 종료되었다. 전시 부대확장은 예비군 동원 없이는 불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예산의 감축과 조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3년까지 국방비 지출
과 국방인력은 195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 예산
은 1968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9) 1973년 슐레진저(James R. Schlesinger) 국방장관
이 총체전력 ‘개념’을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상비군, 주방위군, 연방예비군을 ‘동일체(a 
homogeneous whole)’로 규정했다. 

1974년 에브럼(Creighton W. Abrams) 육군 참모총장은 상비군 13개 사단을 16개 사

7) Brayton, Abbott A. “American Reserve Polices Since World War Ⅱ.” Military Affairs Vol. 36, No. 4 
(1972), p. 141.; Well Jr., Robert Norton. Politics and Policy: Shifting American Concepts of the 
Army Reserve Forces in International Affair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9), pp. 169-214.

8) 공군에서 ‘총체전력의 설계자’로 불리는 마스(Theodore C. Marrs)는 1966년에 미래 공군예비군의 역할에 대
해 RAND 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소는 이듬해에 핵무기 운반을 제외한 모든 공군 임무에 공군예비군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상비군과 비슷한 인원과 장비를 갖춘다면 절반
의 비용으로 예비군 비행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1970년 국방부 예비전력 담당 부차관보로서 총
체전력 모델 구성에 깊이 관여했다. 

9) Gray, Colin S. and Jeffery G. Barlow. “Inexcusable Restraint: The Decline of American Military 
Power in the 1970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2 (Autumn 1985), pp.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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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했다.10) 이를 위해 그는 두 가지 조치를 단행했다. 하나는 전시 
상비사단 완편을 위해 필요한 부대들을 주방위군 사단의 여단과 대대에서 ‘보충(round 
out)’하여 통합하도록 했다. 다른 하나는 일부 전투지원 기능을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1978년까지 16개 사단을 보유한다는 육군 군구조 확장계획을 발표했다. 
확장에 필요한 사단의 여단과 대대, 전투지원 부대는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이 보유한 부대
들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고는 지상군을 분쟁지역에 보내
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오늘날 미군은 모든 면에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경계가 모호해
졌다. 국지 분쟁이나 원정 작전에서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은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
하고 있다.11)

2. 선행연구 분석

미국의 총체전력과 관련한 문헌 연구 또는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군 예비전력 분야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국내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신경수･신진은 그들의 논문에서 미국의 총체전
력 정책은 예비군을 군의 구성요소로 편입시켜 상비군의 동반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
였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미군 내에서 예비군이 차츰 상비군을 대체하면서 전체적인 군비 
절감과 군사적 효용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예
비군에게 상비군과 동일한 전투장비 지급, 우수자원 관리, 상비군 훈련체계 적용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또한 미국이 예비전력을 상비전력과 같이 운영하되 전투 및 전
투지원 임무 비중을 높여가는 점도 전력의 균형성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에 제시된 사례 중 미군이 비상근예비군을 운용하여 예비군부대의 전투력 창출과 유지
에 힘쓴 점은 한국군 동원전력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12) 

정진섭･이환철･강용구는 미국의 총체전력에 기반을 둔 국방인력관리 개념과 부대배합 내
용을 소개한다. 이들은 국가가 예비군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를 경제성 때문이라고 본다. 그
러므로 유사시 전력배합의 방식과 비율은 작전 즉응성과 경제성을 충족시키는 접점에서 이

10) Lawrence, Richard D. and Jeffery Record. US Forces Structure in NATO: An Alternativ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p. 52-69.; Summers, Harry G. The Astarita 
Report: A Military Strategy for the Multipolar World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81).

11) 2002년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은 총체전력 정책이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을 동시에 소집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장에 전투부대의 적시 배치를 어렵게 만든다고 불평한 바 있다. 

12) 신경수･신진. “예비전력의 사이버 방위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21), pp. 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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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비전력 개념을 ‘부대’ 중심 사고로 전환하고, 미래 예비전력
부대는 다기능 임무수행이 가능한 모듈형, 레고형 부대구조로 전환하면서 동원부대 관리책
임도 부대유형에 따라 상비군부대와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동원전력사’)로 구분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인적･물적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체계의 개선도 요구한다. 이 연구는 동원부대에 대한 인력 구성과 부대배합의 기준, 자원관
리 일원화 등 부대구조 구상에 유의점을 제공한다.13)

신다윗･정철우는 한국군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미국 법령 발전
사례를 분석했다. 오늘날 미국 예비군의 성공 요인은 상비군, 주방위군, 연방예비군을 일원
화된 조직체계로 만든 1920년 ｢국가방위법｣(National Defense Act)과 1973년 총체전력 
정책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14) 한국군은 병역자원 감소, 국방재원 제약이 상비군 축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비전력 정예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일부 예비군이 
총체전력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군조직법｣ 개정과 총체전력 도입을 주장한
다.15) 

안기현은 1970년대 미국의 총체전력 정책으로 인해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이 전략예비
에서 작전운용 전력으로 예비전력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 정책이 입안된 
요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대외환경 변화, 둘째는 그에 따른 재래식 군사전략 
수정, 셋째는 국방예산 감축이다. 여기에 예비군의 군사적 효과성 증가, 정치적 영향력도 이 
정책의 현실화에 기여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의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작용해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과 조정을 거쳐 총체전력 정책이 탄생했다고 논증
한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의 국방환경이 자원과 재원 감소에 처한 1970년대 미국의 상황
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군 예비전력의 위상과 역량 확충에 필요한 의미 있는 분석과 방
향성을 제시해 준다.16)

외국의 연구로는 파인트 등(Ellen M. Pint et al.)이 2015년 육군총체전력 정책지침을 기
준으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상비군과 예비군의 효율적 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제
시한 바 있다. 그들은 이 정책 성공의 큰 장애요인으로 부족한 예산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13) 정진섭･이환철･강용구. “미래 예비전력 부대의 구조 및 편성에 관한 연구.” 육군본부 정책연구보고서 (2021).

14) 국가방위법은 1916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미국-멕시코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전쟁에 주방위군을 동원
하고자 했던 것으로 ‘주방위군의 연방화’를 위한 법이었다. 1920년에 개정했으나 주로 육군의 항공, 화학, 경리 
병과 창설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1933년 개정되면서 비로소 주방위군이 육군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었다.

15) 신다윗･정철우. “미국 예비군의 발전 사례를 통한 한국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1650
호 (2016), pp. 1-7.

16) 안기현. “미국의 1973년 총체전력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65집 제2권(2009), pp.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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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려면 통합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육군이 시험 적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평가 기준을 총체전력 정책과 연계할 것을 충고한다. 이 연구물은 미육
군이 추진 중인 소부대단위 전력배합, 혼성사령부 및 부대구조, 파트너십 프로그램, 주특기 
및 통합전술훈련체계, 장비･물자 획득 및 현대화, 시설 개선 등 미국 예비전력에 대한 역사
적 경험과 정책적 통찰을 보여주며 한국 예비전력 발전에 참조할만한 분석과 조언을 담고 
있다.17)

새폴스키 등(Harvey M. Sapolsky et al.)은 닉슨 행정부의 지원병제 도입에 따라 국방부
와 각 군이 취했던 조치들을 분석한다. 그들은 닉슨의 지원병제 도입 배경을 정치적 요인으
로 설명한다. 징병제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상비군과 예비군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취했던 육
군의 노력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차후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에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 동
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와 의회에 인식시키려는 육군의 의도였다는 것이다. 육군
의 관점에서 국가의 전쟁 및 동원 결정구조가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여야만 정치
인들의 군사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서 육군이 지상군
의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를 예비군에서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총체
전력을 구성하는 주방위군과 연방예비군이 아직 구식 장비로 무장해 있는 것, 최신식 훈련
시설 및 사격장 이용이 쉽지 않은 점은 전력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하라고 권고한다.18)

슈스터와 보나노(Carol R. Schuster & Charles J. Bonanno)는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나타난 예비군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총체전력 정책 차원에서 개선할 점을 지적한다. 그들
은 육군이 예비전력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석
한다. 주방위군의 준비태세가 부실한 것은 인력구조의 불균형과 획득 불안정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특정 상황을 고려한 인력구조와 예비군 편성을 임무에 맞게 재설계하라고 조언
한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이들이 유사시 신속히 부대에 통합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라
고 요구한다. 전투부대에 우선하여 인원, 훈련,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육군의 원칙임을 재강
조한다. 미래 육군은 예비군과 상비군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훈련･무기･장비 보급에 관한 
구분도 불필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연구는 한국 군사력 전반에 병력･전력 강화의 원칙
을 ‘전시 임무’로 정립하고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체계가 작동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보
여준다.19) 

17) Pint, Ellen M.  et al. Review of Army Total Force Policy Implementation (Santa Monica CA: 
RAND, 2017)., pp. 97∼103.

18) Sapolsky, Harvey M. Eugene Gholz and Caitlin Talmadge. 이병구･김기호(역). 미국의 국방정치 (서
울: 국방대학교, 2013), pp. 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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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렐(John T. Correll)은 공군의 마스(Theodore C. Marrs)가 닉슨의 전원지원병군제 위
원회에 참가하여 총체전력 정책 입안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밝히고, 공군 주방위군 운용
방식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언급한다. 차후 육군력의 전시 사용은 반드시 예비군부대 
동원을 필요하게 만든 것이 이 계획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설명한 맥나라마의 선발
예비군 운용, 혼성 부대구조, 상비-예비군부대 기능 분담 등은 한국 동원부대의 조직･편성, 
부대구조 발전에 착안할 점이 있다.20)

<표 1> 총체전력 선행연구 주요 내용과 한국에 주는 함의 

19) Schuster, Carol R. & Charles J. “Bonanno. Reserves and Readiness: Appraising the Total Force 
Policy.” The G.A.O. Journal Summer/Fall (1991), pp. 24-29.

20) Correll, John T. Origins of the Total Force. Air Force February (2011). 

연구자 주요 내용 한국에 주는 함의

신경수 외

(2021)

∙ 예비군 활용으로 군비 절감, 효용성 증가

∙ 예비군의 전투 및 전투지원 임무 확대

∙ 상근･비상근예비군 활용한 전투력 건설 및 유지

∙ 우수자원 선별 관리

∙ 상비군 훈련관리체계 적용

∙ 상비군과 동등한 무장 보장

∙ 비상근예비군의 전투원 운용

정진섭 외

(2021)

∙ 예비전력부대 인력 구성, 부대배합 개념 설명

∙ ‘부대’ 개념의 예비전력 정예화 필요

∙ 상비군부대와 동원전력사령부의 동원부대 관리 분리

∙ 부대유형별 병력구조 차등화

∙ 병력-전력구조 발전 연계 발전

∙ 상비-동원부대 지휘구조 개선

∙ 소부대 전력배합과 훈련 연계

신다윗 외

(2016)

∙ ｢국가방위법｣, 총체전력 정책이 ‘정예화’의 토대 제공 

∙ 일부 예비군이라도 총체전력 구성요소 역할 필요

∙ ｢국군조직법｣ 개정과 총체전력 도입 주장

∙ 법령 제･개정 및 정비

∙ 상비-예비 군구조 일원화

∙ 동원부대 선택적 정예화 검토

∙ 편성 및 장비 편제표 통합

안기현

(2009)

∙ 총체전력 정책의 입안 요인과 기여요인 분석

∙ 부대배합 및 혼성훈련체계, 예비군 현대화 추진 

∙ 예비군에 대한 신뢰와 의회의 지지 중요

∙ 예비군 적극 활용

∙ 선발예비군 운용 확대

∙ 부대배합, 혼성훈련 체계 발전

∙ 상비군 수준의 예비군 현대화

파인트 외

(2017)

∙ 합동 역량통합발전체계 요소에 의한 분석 및 조언

∙ 예산 제약 극복을 위한 통합과 집중 필요

∙ 시범 적용 사업에 대한 목표･평가의 정책과 연계

∙ 혼성 군구조의 편제 반영

∙ 소부대 전력배합 검토

∙ 상비-동원부대 간 훈련･교류

∙ 장비･물자･시설 현대화

새폴스키

(2013)

∙ 총체전력 및 지원병제 시행의 정치적 의미 고찰

∙ 국민적 지지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운용의 중요성

∙ 예비군의 무기, 훈련체계 개선 권고

∙ 예비군의 정치적 비중 확대

∙ 상비군과 전력 균형 중요 

∙ 무기 현대화, 훈련여건 보장

코렐

(2011)

∙ 총체전력 기원과 의의 분석

∙ 베트남전의 교훈, 자원 감소에 따른 전력구성 재설계

∙ 미국의 군사전통 회귀, 국방과 국민의 결속 강화

∙ 동원부대의 선발예비군 운용

∙ 혼성부대구조 발전

∙ 동원부대 전력 증강대상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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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저자가 정리

국내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총체전력 성공요인은 동등한 무기체계 및 장비･물자의 
현대화, 상비군 통합 전술훈련, 예산집중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예비전력 정예화도 
이러한 정책적 제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비-예비전력 간의 실
질적 연계와 통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부족하다. 미국 연구에서는 총체전력 정책
이 가진 ‘정책으로서의 불완전성’에 대체로 공감한다. 그러나 미국이 대외환경 및 국내 여건 
변화에 적절히 조응하여 실효성 있는 군사력을 창출하는데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존재감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총체전력 정책은 국력의 군사적 효용성
에 근거하여 상호전력의 통합과 집중에 일관된 원칙을 제공하는 정책이란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자들은 미국의 총체전력 연구를 통해 예비군의 존재감 및 활용 
가치를 재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은 유사시 군사력구성에서도 예비군과 상
비군을 구분하여 축차적으로 전력을 운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초부터 동시통합 
운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총체전력이 등장한 두 국가의 국내 배경
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총체전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 원인은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예산 감축으로 인한 전력구성의 불가피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략적 충분성에 입각한 군사력 규모 재산정과 건설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했고 그 
숙고의 산물이 총체전력이라는 것이다.21) 또한 한국이 병역제도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과 
지표들의 변화가 총체전력 개념이 등장한 1970년대 미국과 유사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공
유한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총체전력은 예비전력의 대비와 운용개념에 있어서 미국의 총체전력과 다른 
부분도 발견된다. 이것은 미국의 특정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나름의 편의적 개
념 정립과 형식적 제도 도입에서 생긴 오류일 수 있다. 미국의 징병제 시행 당시 예비군은 
군 복무유형의 하나였다. 같은 징병제였지만 한국은 현역 복무에서 예비군 복무로 이어지는 
체계이므로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또한 미국은 예비군들로 편성된 주 또는 연방 통제 하

21) Kahen, Jerome H. Security in the Nuclear Age: Developing U.S. Strategic Arms Polic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pp. 149-164.; U.S. Department of Defense. 
Statement of Secretary of Defense Melvin R. Laird on the Fiscal Year 1972~1976 and the 
1972 Defense Budget (Washington D.C.: U.S. G.P.O., 1971), p. 16.

연구자 주요 내용 한국에 주는 함의

슈스터 외

(1991)

∙예비전력의 준비태세, 훈련, 장비･물자 수준 평가

∙정책과 원칙이 야전부대에 적용 및 이행실태 미흡

∙전투부대 인력, 훈련, 장비 분야에 지원 우선 보장

∙전투임무 동원부대 전력 강화

∙전문특기자 관리 

∙상비-동원 구분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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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부대가 무기체계, 장비･물자, 교육훈련체계가 상비군과 별도로 운영･관리된다. 한국의 
예비군부대는 전시에 창설하는 부대가 대부분이고, 무기 및 장비･물자는 산업동원 이후 완
편되는 잠정전력이며, 교육훈련체계도 다양하고 전시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
국 예비군부대와 매우 다르다.

현재도 미국은 총체전력으로서 상비군과 예비군의 통합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
비군의 역할이 상비군 증원, 상비군과의 동반작전, 예비군 독립작전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
뤄지고 있고, 기대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와 비교한다면 한국 예비전력의 현 수준은 
상비군의 증원전력으로 보았던 미국 예비군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는 미국의 총체전력 개념의 맥락에서 한국군 예비전력 중에도 동원사단에 집중하여 전시 
임무에 맞는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한국군 동원사단의 군구조 실태 진단

1. 전･평시로 이원화된 동원사단 지휘구조

지휘구조는 국방부로부터 각 군 예하부대에 이르는 지휘관계로 이뤄진 체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휘관계란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부대 지휘와 통솔의 권한 정도를 합법적으
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예하부대에 대한 권한 행사를 지휘관계에 의해 
설정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지휘관계는 작전 수행상의 지휘관계, 편제상의 지휘관계
로 구분하고 있다.

동원사단에 대한 평시 전력 육성･관리와 전시 운용의 지휘관계가 구분되어 있다. 동원사
단은 편제상 지휘관계에 있는 동원전력사로부터 동원훈련과 자원관리에 대한 지휘･통제를 
받는다. 전시에 동원사단은 동원전력사에 의해 완편된 후 군단으로 배속 전환된다. 군단은 
배속된 동원사단을 작전계획에 따라 운용한다.22) 작전상 지휘관계에 있는 작전지휘관이 전
시 동원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평시 해당부대에 대한 지휘･참모 활동이 중요
하다. 그러나 현행체제는 동원사단을 전시에 운용하는 군단장에게 전술훈련, 전투준비태세
를 지도･감독･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평시 군단장이 동원사단의 전투준비에 관여하지 

22) 배속은 부대 또는 인원이 특정 편성체에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지휘관계이다. 피배속부대 지휘관은 편성된 인원
과 동일한 지휘권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배속 인원의 전속과 진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통상 원소속 
부대에 있다.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안 연구 ❚185

못하는 지휘구조이다. 
동원사단이 전시 군단에 배속되는 시점은 동원령 선포 후 불과 24∼48시간 이내이다. 이

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동원사단은 동원된 인원과 물자로 부대를 완편하고 전방 작전지역으로 
이동해서 군단 통제하에 즉각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동원사단은 매년 2박 3일의 동원훈련
을 통해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숙달한다. 그러나 동원사단 지휘관 및 참
모들은 현행 전시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런 평가는 전시 동원사단을 운용하는 
군단장이나 참모들도 동일하다. 그들 모두 동원사단의 전투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원사단은 전시 임무 특성상 평시부터 고도의 전투력과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
다. 매년 동원사단은 전시 증원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쌍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원사단 지휘부와 해당 상비군 지휘부가 작전상 지휘관계를 실제로 구성하여 작계훈련을 하
지 못하고 있다. 단지 동원전력사 주도로 동원사단 일부부대가 전방으로 이동 및 전개 훈련
을 하는 정도이다. 평시부터 작전지휘부대와 동원사단 간의 전시 임무 위주의 지휘･참모 권
한과 책임 설정이 필요하다. 

2. 평시 부대운영도 곤란한 병력구조

병력구조는 군 구조를 이루는 병종 및 신분별 인력 구성을 말한다. 동원사단의 평시 병력
구조는 전시 대비 현역 8%, 비상근예비군 4% 수준이다. 이 인원으로 평시 동원훈련을 준비 
및 시행하고 치장･비축용 전투장비･물자도 관리한다. 동원령이 하달되면 동원사단은 수 시
간 내에 동원된 인원과 장비･물자를 통합하여 완편부대로 확장해야 한다. 이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는 전･평시를 불문하고 수 개의 역할을 한 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병력구조이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군에 상당한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상비병력의 감소는 예
비전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평시 군사적 활용성이 낮은 동원부대들은 현재보다 더 열악한 
병력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동원사단만큼은 전시 임무를 고려해 평시 동원
자원관리와 전시계획 발전, 동원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 인력만이라도 합리적인 규모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은 2014년부터 예비역 간부를 평시 동원사단의 주요 직책에 연 30
일까지 운용하는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동원사단의 전투준
비태세, 부대관리 분야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다. 2022년부터는 전문성과 장기간 복
무가 필요한 직무 그리고 병사 직위까지 확대하여 연 180일까지 비상근예비군을 선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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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운용만으로 동원사단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창출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23) 그 이유는 병력구조의 불균형 때문이다.

부대별 평시 현역 병력편성 비율을 보면 보병과 포병부대가 거의 동일한 비율이다. 이것은 
장비위주 부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포병부대가 장비･물자 관
리에 있어서 보병부대보다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동원사단의 병력편성은 병종 구
분 없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부대유형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적합한 병력편성이 되
어야 한다.

한편 동원사단의 전시 동원병력에 대한 자원관리체계가 병무청과 군으로 이원화되어 있
다. 병무청은 동원사단이 필요로 하는 예비군을 지정해주고, 전시 이들에 대한 동원을 집행
한다. 동원사단은 지정된 자원을 평시 소집하여 훈련하고, 전시 동원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동원사단이 전시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원 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동원사단은 편성소요에 현역복무를 최근에 마친 자원, 해당 
직무에 맞는 특기 보유 자원이 지정되도록 병무청에 요구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동원
사단의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년 
동원지정자의 60% 내외만 전년도 편성과 일치하고 직책에 맞는 특기자 지정률도 80% 수준
이다.24) 이처럼 군과 병무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 변동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
으며 오히려 병무행정체계만 복잡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3. 상비군과 불균형 격차가 심한 부대구조

부대구조는 전투력 발휘가 쉽도록 지휘･통제부대, 전투부대,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
대, 교육훈련부대로 구분하여 제대별 운용개념에 맞는 부대 편성과 지휘관계를 설정한 체계
이다. 동원사단은 사단 본부 및 직할부대와 포병여단 1개, 보병여단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병력은 전시 대비 약 8%이며, 이 인원으로 동원사단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현역과 동
원예비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동원사단의 부대구조는 전시 함께 작전하는 상비사단과 비교하면 기동력과 화력 면에서 

23) “투잡 예비군,” 서울신문 (2021.12.09.).; “‘일당 15만 원’ 예비군.” 동아일보 (2021.12.09.).; 문형철. 
“‘학･군･연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예비전력 발전 주역들은 외면,”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
20211125500255 (검색일: 2022.01.30.).

24) 박계호･곽정근･최장옥. “동원 긴요부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병력동원 발전방향 연구.” 육군동원전력사령
부 연구보고서 (2019), p. 50.; 정진섭･노희준･전영철. “상비군 수준의 동원위주부대 전력보강 방안.” 육군본
부 정책연구보고서 (2020),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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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병부대를 예로 들면 상비사단은 거의 차량화･기계화되어 있다. 최근
에는 공격드론소대까지 편성되고 있다. 상비사단은 공세적 통합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중심 구조로 개편 중이다. 반면에 동원사단은 순수한 경보병부대 형태이다. 동원사
단에 대한 미래형 부대구조 개편은 아직 계획수립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포병부대 경우도 상비사단은 K55A1, K9 등 5명이 운용하는 자주포를 비롯하여 다련장사
격대와 공격드론중대 등이 편제되어 있다. 이와 달리 동원사단은 최소 9명이 운용해야 하는 
KH179 견인포로 편제되어 있다. 이것도 동원사단의 전력 현대화계획에 따라 도태 예정인 
M101 화포를 구형인 KH179로 교체한 부대만 해당한다. 

이러한 동원사단의 부대구조는 전시 군단의 작전목표 달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동원사단이 배속되는 군단 내의 상비사단에 비해 전력지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동
원사단은 개전 초기에는 상비사단보다 후방에서 종심 방어작전을 수행하다가 작전 경과에 
따라 주방어지역에 투입되거나 전투부대 일부는 공세행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만약 군단이 
상비사단의 여단과 동원사단의 대대를 편조하여 공세행동부대로 운용하게 된다면 기동력과 
화력 면에서 격차가 큰 부대들이 동반전투를 하기 때문에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

상비사단은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의 규모와 부대 수를 감축하고 있다.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병력 교체율이 43%에 달하고 있으나 사단 내의 전투
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 편성 등 부대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투부대의 
상대적 비율은 과거와 비교해 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한편 미래 부대구조는 정형
화된 구조가 아니라 전술임무에 따라 유연한 편성을 할 수 있는 모듈형, 레고형 구조로 개편
될 것이다. 미래 육군의 부대구조가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형 부대구조가 되는 
것이다. 동원사단의 부대구조는 아직도 병력집약형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로는 동원지정된 
인원과 물자의 결합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 미래 동원사단의 부대구조 발전은 한정된 ‘자
원’ 중심에서 ‘부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동원사단의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는 부대구
조를 의미한다.

4. 무기체계 대물림이 반복되는 전력구조

전력구조는 제대별 유형별 무기체계의 구성을 말한다. 무기체계는 무기를 비롯한 인원, 시
설, 운영 및 응용 프로그램, 종합군수지원요소, 전략, 전술, 훈련 등을 포함한 무기운용 전반
과 관련된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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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동원사단의 무기체계는 생산된 지 30∼
40년이 지난 구형 장비가 대부분이다. 전체 보유장비의 90% 이상이 노후화되어 전투력 발
휘가 제한된다고 밝혀졌다. 화력장비는 보유 물량 모두가 노후화되었고, 기동장비는 90% 
이상이 기준수명을 넘겼다. 동원사단의 장비･물자 보유율도 80% 수준으로 사실상 전시 즉
각적인 전투수행이 힘들다고 알려졌다. K-4 기관총은 1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고, K200 
장갑차는 30%, 개인방독면은 60% 수준의 보유율이라고 한다. 이러한 동원사단의 전력으로 
전시 상비사단과 연계된 작전이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격한 전력 차이 때문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군은 동원사단의 부족한 전투장비와 물자는 전시 조달계획에 의해 국내외 구매를 하거나 
산업동원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동원은 60여 일 이상이 걸리고 국내외 
구매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전시계획에 있는 동원사단의 작전수행 시점을 고려
한다면 동원령과 동시에 부족한 장비･물자를 보충받는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동원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유형들은 예비군들이 현역 복무시절에 사용했던 것
과 완전히 다른 종류들이다. 이러한 전투장비와 물자에 적응하고 운용능력을 갖추려면 별도
의 추가 훈련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동원사단의 전시 임무를 고려했을 때 적시 전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동원사단이 보유한 노후장비는 고장이 잦고 수리부속도 부족한 실정이다. 동원사단의 전
력체계는 정비･보수 유지 측면에서 현행 군수지원체계에 부담이 될 것이다. 전시 즉각 운용
해야 하는 전투장비 및 물자가 보관시설이 없어서 야지에 노출된 채로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원사단의 전투장비와 물자에 대한 정비･보수 소요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예
산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근본적으로 동원사단의 전력획득 예산이 부족하다.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
비로 나눠지고, 전력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구성된다. 예비전력 예산은 전력
유지비에 해당한다. 2022년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47%이다. 이 
예산의 70%가 예비군 인건비이다. 나머지 30% 예산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비군 275만 명에 대한 예산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예비군 1인당 약 74,000원 
수준으로 동원사단 전력을 상비사단과 동등하게 개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상비군부터 필수전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오래된 국방기획 방침과 관례에 
그 원인이 있다. 2020년 합동전략목표기획서에 처음으로 동원사단 전력화 소요가 반영되었
다. 상비군이 신형무기로 전력화함에 따라 상비군이 보유했던 장비를 동원사단으로 전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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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육군의 전력증강 기조는 상비사단을 우선 전력화한 다음 상비사단의 
장비로 동원사단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력증강 방식은 동원사단이 상비사단과 동
일한 무기, 장비･물자로 동시에 전력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Ⅳ. 동원사단 중심의 예비전력 강화 방안

1. 동원사단에 대한 작전지휘관의 제한적 지휘･감독권 보장

작전술 측면에서 유사시 적정 시간과 장소에 단일의 전투력을 창출하여 투사할 수 있도록 
특정 작전지휘관에게 전력을 할당하고 이들의 군사 활동을 통제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전승을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군단장에게 전시 군사력 운용의 효
율성을 위해 평시부터 동원사단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예비군사령부가 전력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예비군사령관은 전력
사령관에게 예비군부대 운영, 동원 전개 및 해제에 관한 보고를 한다. 그리고 예비군사령부
는 평시 예비전력 준비태세 점검과 훈련 통제･평가를 시행한다. 그리고 전력사령부가 요청
하는 파병 인원을 지정하고 부대통합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25) 전력사령부와 예비군사
령부가 ‘작전통제’라는 지휘관계를 통해 예비군부대에 대한 준비태세와 훈련평가를 간접적
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미군은 2015년부터 군단 및 사단사령부에 상근예비군으로 구성된 참모부를 파견･운
용하는 ‘혼성본부 프로그램(Muticomponent Headquarter Program)’을 시험하고 있다. 
이들은 전시 동원전력 운용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작전지휘관의 작전개념에 따라 지정된 예
비군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 지시 및 감독을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한다.26)

한국군도 군단과 동원사단 간의 준비태세 및 훈련평가 분야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휘관계를 구성해줄 필요가 있다. 동원사단은 예하부대의 준비태세 점검과 전술훈
련 통제 및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군단사령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25) 정진섭 외 (2021), p. 28.

26) 정일성. 2021. “한국군 예비전력의 실효성과 발전방안 연구: 총체전력으로서의 예비전력 신개념 발전.” 국방
정책연구 제37권 제4호,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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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필요한 경우 군단의 참모들과 동원사단 본부가 합동으로 동원사단 및 예하부대에 대
한 전투력 평가와 점검을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동원사단이 상비사단과 동일한 교육훈
련관리체계를 적용하고 동등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시 동원사단을 운용하는 군단 편제표에 동원사단의 편
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편제표에는 동원사단에 대한 군단의 임무, 기능, 권한 및 책임 한계를 
명시하여 작전지휘부대가 동원사단에 대한 평시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관리에 대한 지휘관
과 참모 활동을 권위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평시 또는 유사시 동원사단 참모분견대를 군단사령부에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참모기구는 동원부대의 증편, 이동, 전개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고, 부대운용
을 조언함으로써 동원사단이 군단의 전력으로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상비사단과 동원사단의 예하부대들로 전력배합이나 부대편조를 해야 할 경우에도 
사단과 여단, 대대급까지 적정 규모의 참모분견대를 운용함으로써 부대통합과 작전지휘를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발예비군’으로 동원사단 전투부대의 완전성 구현

동원사단의 전시 임무를 고려하여 전투부대 편성 인원은 최대한 장기간 고정 운용할 수 
있는 병력 충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병력구조로 과학화 교육훈련관리체계를 적용하
여 정기적으로 개인 및 부대훈련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부대들은 평시 동원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엄중한 임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와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
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보상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동원사단 전투부대 직책까지 확대 적용하여 부대단
위 전투원을 선발해 편성하는 ‘선발예비군’제도를 제안한다. 동원사단 전투부대를 선발예비
군으로 구성하여 연중 안정적인 병력구조를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선발예비군이 편성된 동
원부대에는 상비군 교육훈련관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인 전투기술, 제대별 전술훈련
을 완성하고 상시 동원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도 상비군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선발예비군에 대한 초기 지원율
을 높여야 한다. 

이 방안은 미국이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인 1967년 맥나라마 국방장관이 정예 예비군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선발예비군 제도에서 착안했다. 당시 미국은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시
기였다. 그는 미육군예비군 중에서 15만 명을 선발해 전력보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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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권을 부여하고 신속대응군으로 편성했다. 이 제도는 차츰 육군예비군 전체에 적용하게 되
었다. 미국이 지원병제로 전환했을 당시 총체전력 차원에서 예비전력 활용을 신뢰하는데 일
정 부분 기여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 선발예비군의 발전 형태가 현재 미국 예비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대편성예비군(TPU: Troop Program Unit)이다. 이들은 연 24일의 주말훈련과 
2주간의 동원훈련에 참여하고, 보수는 일별 16∼37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주말훈련은 평일 
수당의 두 배를 적용한다.

이런 사례에 착안하여 한국군 동원사단의 선발예비군 운영은 군과 예비군이 2∼3년의 계
약을 통해 연중 40일의 훈련소집과 유사시 동원 응소를 기본 이행조항으로 복무체계를 구상
해 볼 수 있다. 연중 40일은 26일의 주말훈련과 2주간의 동원훈련을 반영한 소집일 수이다. 
보상비도 적정 보상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주말훈련은 2배로 산정하는 것이다. 선발예비군
에 대한 훈련참여 1일 보상액은 20만 원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22년 기
준 ‘특별인부’ 노임단가가 1일 187,435원, 취업준비생이 희망하는 대기업 연봉이 평균 
3,650만 원, 대기업 신입사원 최고연봉이 5천만 원임을 고려할 때 직종 간 형평성 면에서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선발예비군으로 복무하면 학자금 지원, 4대 보험 가
입, 군 의료 및 복지시설 이용 등을 현역과 똑같이 제공하고, 현역복무 기간과 연계하여 10
∼20년 이상 근무자는 군인연금도 지급하는 과감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27)

동원사단의 선발예비군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전시 동원사단 배속 전환 임무를 맡은 
동원전력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력수급과 작전소요를 고려하여 선발예비군 
소요판단과 자원관리, 소집 및 훈련 등 일체를 동원전력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권한과 책임
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선발예비군 규모는 전시 병력소요를 고려하여 6만 명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 규모의 선발예비군을 운용하려면 1년 인건비는 부대비용을 
포함 약 8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원 마련은 2022년 기준 연봉 1,200만 원의 
징집병이 2035년 5만 명이 줄게 되어 발생하는 6천억 원의 감소분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시설, 피복, 급식, 교육훈련 예산 감소분을 합하면 추가 재정적 부담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
인다.

27) 반대급부로 군 인력동원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소집과 기술인력동원은 긴급 및 초기 단계 소요를 과감하게 축소
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물자동원 분야도 비축률을 높이면서 동원소요를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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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비군과의 작전적 호환성 및 융통성 제고

상비사단은 전시 대비 평시 편성률이 80∼90% 수준의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사단
은 예하부대로서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모두를 지휘통제하고 있다. 한
국군 전체를 보았을 때 전시 전력의 60∼70%를 동원전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다. 상비전력은 평시 전쟁억제 및 초기대응을 위한 임무와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존
전력으로 전･평시에 즉각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방 상비사단
이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까지 편성하여 평시부터 지휘･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병역자원이 감소하면 부대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그렇다고 
각 기능부대를 동일한 비율로 감축하는 것도 문제이다. 평시 전쟁억제 및 초기대응 에 필수 
역량인 전투부대의 규모와 수준도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기능부대들은 동원전력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전반
적인 전투부대의 수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전력만큼 동원사단의 전
투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 

평시 동원사단은 동원전력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동원자원 관리, 동원훈련을 통해 전투
력을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원사단의 전투력 관리, 특히 전술훈련 부문
은 전시 함께 작전하고 운용해야 하는 군단과 사단의 역할 및 관여가 필요하다. 작전수행개
념과 지휘관 의도에 따라서는 상비사단과 편조 및 배합된 부대구조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원사단은 평시부터 상비군과 통합된 지휘･참모연습, 제대별 전술훈
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 미국은 평시 2개 여단으로 구성된 상비사단의 전시 규모 확장을 위해 주방위군
의 여단 및 대대(The Roundout Program)를 활용하여 사단들을 완전하게 편성하는 계획
을 추진했다. 그리고 상비군과 주방위군의 예하부대끼리 결연(Army Affiliation Program)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교차 방문훈련과 인사･군수 협조 등을 실시하였다. 두 프로그램은 지
정된 주방위군 부대의 편제를 상비사단 편제표에 반영하여 훈련 분야에 대한 상비사단의 지
휘통제를 받도록 보장했다.28) 현재 미군은 이러한 제도를 발전시켜 부대 혼합구성 대상을 
대대, 중대, 각 제대 본부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28) 미국 루이지애나 주방위군 제 256보병여단은 1975년 제 5기계화사단의 증편여단으로 지정된 후 1977년까지 
기계화보병여단으로 부대구조를 개편했다. 상비군부대와의 작전적 호환성과 융통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Doubler, Michael D. and John Vessey Jr. I Am The Guard: A History of the Army National 
Guard. 1636-2000 (Washington D.C.: U.S. G.P.O., 2001), pp. 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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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전투부대가 부족한 사단 또는 여단에 동원사단의 예하
부대를 활용하여 평시부터 부대의 완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원부대 충원이 
필요한 상비군은 군단 후방 또는 종심에 배치되는 상비사단이 될 것이다. 특히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미래에는 전시소요에 해당하는 전투부대를 동원사단 예하부대 또는 동원보충대대
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시 동원사단에 요구되는 전투력은 평시부터 완성
하여 동원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단 및 상비사단 편제표에 동원사단에서 충
원되는 동원부대 편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전지휘관에게 해당 동원부대에 대한 
훈련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평시 부대결연 프로그램이나 상호 교환훈련 등을 통해 정기적
인 통합훈련 기회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원사단과 상비군 전력이 상호 배합과 편
조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전력이 동등한 무기체계, 장비･물자를 보유하고 동일 개념
의 훈련체계로 준비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미래 육군은 대대, 중대급 모듈형 또는 레고형 부대구조로 발전한다. 따라서 
동원사단도 여단 중심의 모듈화 및 레고형 부대구조를 목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동
원사단의 중대급 부대도 독립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듈화 부대구조는 
사단에서 여단이 전투수행의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여단 지휘부의 완전성이 그만큼 중요해
진다. 여단이 제병협동작전과 분권화 작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작전책임지역이 확장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미래 동원사단의 부대구조도 우수한 자원이 여단에 장기간 편성
되어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소부대단위 분권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협기반 혼성 및 축선별 동종동시 전력화 

동원사단 전력화 개념은 ‘육군은 하나’라는 기조 아래 상비전력과 동원전력을 구분하지 않
고 위협 대비･대응역량 확보가 목표로 설정돼야 한다. 각종 정책기획문서에는 동원사단의 
전력화･현대화의 목표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육군전력 10만 명 감축에 대한 
전력증강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계획과 달리 상비군의 신형무기 보급에 따라 
보유했던 구형무기를 동원사단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력화･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즉 동
종동시(同種同時) 전력화가 추진되지 않는 것이다. 

1970년대 미국군도 약화된 예비군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하던 전투장비와 물자가 예비군으로 전환되었다. 다행히도 당시 미군은 상비군을 감축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비군과 예비군은 동일한 장비･물자를 갖출 수 있었다. 이
와 함께 미군은 예비군용 무기체계, 장비･물자 획득체계를 상비군과 독립시켰고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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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심의도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집행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미국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의 부대결연사업이나 사단증편 보충부대 운

용계획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가장 큰 이유가 상비군과 예비군부대가 보유한 무기체계 
및 장비･물자 보유율과 수준의 격차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2016년 랜드 연구소 보고
서에도 미육군이 1970년대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방예산 감축의 
영향이 예비전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육군이 이를 만회
하려고 추진 중인 상비군 장비의 예비군부대로 전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력 
불균형에 따른 작전호환성의 퇴행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군 동원사단이 전시 상비사단의 동반전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등 전투장
비･물자 획득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비군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시 전투부대 우선(first 
to fight)주의에 입각한 전력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원사단이 신형 전력체계
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예비군이 학교기관, 동원훈련, 쌍룡훈련 등에서 신형무기를 
조작하고 장비･물자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장은 군구조 개혁, 예산 등의 이유로 동원사단 전력화가 상비사단과 동시에 이뤄지
지 못한다면 과도기 단계로서 혼성(hybrid) 전력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High-Low 
개념으로 동원사단을 중간단계 전력화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다. 즉 동원사단의 편제 무기체
계 중 일부를 신형무기로 먼저 전력화(High-Low, M48전차+대전차화기)하고, 최종단계에
는 완전한 신형무기체계(High-High, K2 전차)로 전력화하는 단계화 추진방안이다.

다른 전력화 방안으로는 축선별로 같은 유형의 전력체계를 동시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동
부와 서부로 축선을 나누어 적 위협이 높은 축선에 있는 부대들에게 신형 전력체계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축선은 먼저 전력화한 부대가 보유했던 전력을 전환해 받거
나, 혼성 전력체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하는 전력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궁극적으
로 동원사단이 상비군과 동일한 전력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원사단의 특성상 보유한 장비･물자의 저장관리가 중요하다. 이들을 장기간 순환사용 및 
저장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물류센터 형태의 비축용 통합저장･관리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설은 소수의 인원이 관리하면서 유사시 단시간 내에 무장해서 상시 출동이 가능한 구
조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원용 통합저장관리시설은 여러 종류의 장비･물자를 통합하여 
소요를 제기하면 될 것이다. 과거에 추진한 사례도 있고 재원도 충분하여 법률상 ‘통합지원
요소’로 추진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시설 확보가 가능하다. 

동종동시 전력화를 추진하려면 예비전력 예산확보가 필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
비전력 예산 획득체계가 상비군과 분리될 필요가 있다. 미군과 같이 예비전력 예산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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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심의 조정하는 기관･절차가 마련된다면 동원사단 전력 건설과 운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원사단 무기와 장비체계 개선은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되도록 해
야 한다. 동원사단의 전시 작전단계별 임무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전시 임무가 동일한 상
비사단과 동등한 수준 또는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이라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동원사단은 전쟁 초기 한국군의 즉각 대응 전력이다. 이들은 전방 상비사단과 거의 동일 
시간대에 전방 작전지역을 점령하고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들이다. 현재 동원사단의 
군 구조는 지휘, 병력, 부대 및 전력구조 모든 면에서 상비사단에 비해 열악하다. 또한 평시 
부대훈련체계와 전시 증편체제도 미흡하다. 동원사단에 대한 군 내외부의 군사적 평판은 낮
고 전･평시 군사적 효용성도 의심받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2030∼2040년대에는 30∼40만 명대의 병력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이 경우 정부와 군은 자칫 미래 병역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수동적인 규모 조정에만 급급하다가 정작 중요한 군사적 효용성 부분을 간과해 버릴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 국가안보의 중요한 결정이 환경과 상황 논리에 따라 비합리적이지만 선
택의 여지 없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군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예비군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군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비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부단히 고민해야 한다. 물론 군은 미래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바람직한 병역제도 발전도 고민
해야겠지만, 현재 가용한 예비전력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에 먼저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병역자원 감소를 명분으로 한 병역제도 변화 요구는 과거와 다른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제도의 변화는 국민개병제도의 틀 안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으면서 미
래 안보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군사력 운용 방안은 현재 군구
조의 불완전성을 완충하고 미래 병역제도로의 연착륙을 안내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활용
할 수 있는 상비전력의 대체재는 예비전력이다. 그렇다고 대규모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것
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총체전력 차원에서 동원사단의 군사적 효용성과 평판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동원사단의 지휘구조는 현행과 같이 동원전력사가 자원관리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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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훈련에 대한 책임을 전담하되 준비태세와 훈련평가 부문에 대한 작전지휘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단과 동원사단 사령부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편제표 통합, 참모분견대 운영 등 새로운 제도와 기구를 운용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갈 필요
가 있다. 

둘째, 동원사단의 전투부대를 선발예비군으로 편제의 완전성을 달성하고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선발예비군에게는 강도 높은 훈련과 함께 과감한 보상과 
혜택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쟁 초기 한국군의 대응전력이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낡은 전시계
획과 작전수행개념에 의존하는 관료적 행태를 고쳐야 한다. 적의 공격 의지와 전력을 무시
한 천편일률적 시차별 동원계획과 구세대 장비･물자, 나약한 훈련체계로 대응하려는 무모한 
군사전략도 폐기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와 관련한 보상은 ‘국방의 의무’ 관점에서 보기보다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동원사단은 미래 상비전력의 전시 부족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동원여단 및 대대가 상비군과 배합 및 편조할 수 있는 작전적 융통성이 탁월한 부대구
조를 추구하는 것이다. 특히 동원사단 전력은 상비군과 대등한 수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
째, 동원사단의 무기체계, 장비･물자 전력화는 위협에 기초한 혼성전력화, 축선별 동종동시 
전력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전시 동원사단이 전승에 기여할지 여부는 편제 장비･물자의 
현대화, 훈련관리체계의 정상화, 예산의 현실화에 달려 있다. 

동원사단이 총체전력으로서 모든 분야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과 제도 발전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군조직법｣상에 예비군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예비군을 군 조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국
군조직과 다른 별개의 조직이다. 예비군 유형도 운용 시기에 따라 국군 외의 예비군이 있고, 
국군의 성격을 갖는 예비군이 있는 등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구조
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비전력 우선주의에 고정된 관료
적 사고 때문에 여전히 관심의 사각 지역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 시대적 상황요구에 편승한 한국 병역제도의 변화 방향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신병역제도이든 그 효용은 사회적 거대 갈등과 이해충돌 과
정을 생각해 볼 때 대체로 안보와 국익에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 한국은 미래 전력 공백을 
대체할 예비전력이라는 훌륭한 가용자원 있고 충분히 활용할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
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군은 예비전력 중 동원사단에 집중하여 군사적 효용성을 높
여야 한다. 동원사단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시 긴요전력의 공백을 대체하고 다양한 
신안보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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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ow to Strengthen the Reserve Forces as 
a Total Force: Focusing on Mobilization Division

Illseong Jeong

Keywords

Total Force, Reserve Forces, Mobilization Division, Selected Reserves, Army 
Mobilization Force Command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reserve forces to 

perform integrated and cooperative operations with the standing army as a total force. 

The mobilization division is an essential force for defense operations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force that can be effectively operated in the 

emergency and early stages of mobilization. In terms of military structure, improvements 

are needed to match the wartime mission and role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First,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must ensure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operational commander in the field of readiness posture and education 

and training evaluation. Second, for the troop structure, the combat units of the 

mobilization division must be managed with a stable combat power throughout the year 

by organizing the selected reserve forces.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is selected 

reserve force system will provide a direction and reference for the future military service 

system development. Third, the unit structure should be able to provide operational 

flexibility and unit integrity through combination and formation operation with the 

standing army. Lastly, the force structure is based on wartime missions, but considering 

the enemy threat and the capabilities of the friendly forces, the hybrid force is promoted, 

but equal distribution of positions in the power acquisition budget is required. Polic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strengthening reserve forces must be ensured by including 

the reserve as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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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병의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을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육군 대대급 부대에 복무 중인 300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77부

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군 장병이 지각하는 팀 신뢰와 의사소통은 군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평균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는 집단과 적게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분석 결과 

팀 신뢰가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고, 의사소

통과 군 생활 만족 간의 관계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에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는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부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군 생활 만족,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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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무에 기초한 징병제도를 통해 군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자발
적으로 군에 입대한 장병들은 폐쇄적이고 생소한 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
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군 생활에 대한 만족감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군 생활 만족은 
장병이 군 문화 환경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데1), 군 생활에 대한 낮은 만
족감은 복무 부적응 및 각종 군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2)3). 또한 장병의 군 생활 만족은 
사기 및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군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는 군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등 장병의 개인적 특성과 만족감 간의 관계를 실증 분
석한 연구, 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이나 사회적 지지 같은 조직 및 환경적 요인과 군 생활 
만족의 관계를 다룬 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으로 만족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팀 신뢰나 의사소통이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신뢰는 타인의 언행에 의존하여 그 사람이 약속을 
이행할 의도가 있다는 믿음이나 기대로 정의되는데4), 조직 내 형성된 신뢰는 조직에 대한 
헌신과 몰입, 창의성, 만족 등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핵심 자원이 될 수 있
고5), 이는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소속 부대 또
는 생활관 단위로 생활하면서 지각하는 팀 신뢰는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조직 내에서 개인 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능력인데6), 조직 내 활발한 의사소통이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 복무 장병이 지각
하는 조직 내 의사소통을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연결감은 사회의 다른 사람 및 그룹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1) 윤문수. “일부 사병들의 사고 입원 위험요인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대한군진의학학술지』25권 1호(1994), 
pp. 109-116.

2) 유연웅. “병사들의 군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5권 2호(2012), pp. 5-30. 

3) 조은영·김완일. “병사의 자기효능감과 군 생활만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23권 9호(2016), pp. 433-452.

4) Bligh, M. C. Leadership and Trust (Cham :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 

5) 김왕배·이경용.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사회학』36권 3호(2002), pp. 1-23.

6) 허균. “팀 기반 토의 수업에서 의사소통능력, 사회연결망 중심도, 토론성과 및 온라인 게시활동의 관계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27권 1호(2015), pp. 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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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을 의미하는데7),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경우 소속 집단에 대한 유대감 및 소속감이 
강화되어 조직에 대한 긍정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따라서 군 생활 중인 장
병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이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 입대가 학업이나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여겨지고 있고, 위계적인 문화로 인해 개인적인 고충이나 의견을 개진하
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지각하는 의사소통이나 연결감, 신뢰
와 같은 변수는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만족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변수이지만, 군 복
무 중인 장병의 만족감 연구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팀 신뢰와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군 생활 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군 생활 중인 장병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화된 병영시설의 
개선, 신형 전투물자 보급 등의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기술적 환경
의 변화를 고려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의 노력도 강조하고 있는데,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정
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19년부터 평일 일과 이후 및 주말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이 시범 적용되었고, 2020년 7월 이후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과 후에만 허용되던 휴대전화 사용을 일과시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
업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군의 이러한 정책으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스
마트폰을 입대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단절감을 해소해주고, 
각종 취미생활 및 자기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생활관 동료 간의 의사소통이나 단결 활동이 적어지고, 일부 인원은 사이버 
도박 및 사기행위를 벌이기도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기도 하였다9). 이렇듯 병사들의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특히 SNS나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변화가 이
뤄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긍정 및 부정적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병의 스마트폰 사용 효과나 영향에 대한 실증
적인 분석이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영철과 이은희(2020)는 병사의 병영생활 스트
레스가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한다는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고10), 황용관(2019)은 군인의 

7) Flora, J. L. “Social Capital and Communities of Place,” Rural sociology Vol. 63, No. 4(1998), pp. 
481-506. 

8) 이동형·이정희·황성혁. “소매서비스만족도와 사회적 연결감이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분석: 소비자생
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37권 1호(2015), p. 77-99.

9)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 분석.” 『국방부 보도자료』(2019. 7. 16).

10) 이영철·이은희. “병사의 병영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능력, 자존감의 조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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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
다11).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과 군 생활 만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경로분
석을 실시함으로써 군 장병의 스마트폰 사용이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4장에서는 연
구 방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을 기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군 생활 만족

생활 만족(life satisfaction)은 “일상생활에서 구성원이 기쁨을 느끼고, 긍정적 자아 및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낙관적 감정과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2)13). 개인
이 생활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 등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생활 만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14).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만족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개인의 건강이나 소득 수준, 주거환경 
등의 물리적 요인, 각종 스트레스나 만족감, 긍정심리자본 등의 심리 및 정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과 연결감, 의사소통, 조직에 대한 신뢰감, 사회적 관심 정도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한편 군 생활 만족(military life satisfaction)은 군 문화 환경에서 지각하는 군 생활 전

과.” 『청소년학연구』27권 12호(2020),  pp. 27-52.

11) 황용관. “군인 휴대폰 사용에서 나타난 병영생활의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인터넷 뉴스 
댓글과 현장 인터뷰를 중심으로 -.” 『한국군사회복지학』12권 2호(2019), pp. 117-153. 

12)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and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1961), pp. 134-143.

13) 박재춘. “직무만족, 생활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노동정책연구』17권 1호(2017), pp. 27-54.

14) 백승규·이영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생활만족이 미치는 조절효과.”『인적자원관리연구』 17권 4호
(2010), pp. 3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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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15),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
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16). 군 생활 만족을 다룬 연구 역시 스트레스나 
불안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아정체감 및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적 특성과 군 
생활 만족의 관계를 다룬 실증 연구, 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이나 사회적 지지 같은 조직 
및 환경적 요인이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생활 만족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는 신뢰 및 의사소
통, 사회적 연결감이 군 생활 만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
이다.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 입대가 학업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야기한다고 생각
되고 있고, 위계적인 문화가 개인적인 고충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여겨지
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병이 군 생활 간 지각하는 의사소통이나 연결감, 신뢰와 같은 변수
는 군 생활 만족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병의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팀 신뢰와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을 제시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2. 팀 신뢰

팀 신뢰(team trust)는 조직구성원이 본인이 속한 팀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느끼는 수준으
로 리더십과 심리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수이며17)18), 조직이나 집단의 성과와 개인
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Costa(2003)는 팀 신뢰가 팀에 대한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19), Hsu 등(2007)은 팀원 간의 신
뢰가 팀의 직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20). 정선교 등
(2020)은 정부기관 콜 센터 상담사의 조직 신뢰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21), 김준곤 등(1991)은 학교에 대한 신뢰가 대학 생활 만족과 접한 

15) 윤문수(1994), pp. 109-116.

16) 조은영·김완일(2016), pp. 433-452.

17) 고현종·배범수. “Spiritual 리더십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41권 1호(2019), pp. 63-89.

18) 김의철·노명화·손승연. “심리적 자본과 임파워링 리더십이 팀 밀도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21권 2
호(2018), pp. 1-29. 

19) Costa, A. C. “Work team trust and effectiveness.” Personnel Review Vol. 32, No. 5(2003), pp. 
605-622.

20) Hsu, S. Y. Clark., and Mujtaba, B. G. ”Team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ust,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he Testing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Software Development Teams.” 
Review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Vol. 11, No. 3(2007), pp. 17–28. 

21) 정선교·정기주·박남구. “정부기관콜센터 상담사의 신뢰가 직무만족과 조직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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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22). 또한 박용순과 송진영(2013)은 사회구성체에 대한 신뢰
가 생활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 분석23)하는 등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가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소속 부대 및 생활관에서 지각하는 팀 신뢰는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팀 신뢰를 
군 생활 만족의 영향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조직 내에서 개인과 개인 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능력

이라고 볼 수 있다24).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며, 

조직에 대한 일체감 증진과 업무 관련 정보의 공유까지 가능하게 한다25). 또한 의사소통이 

활발할 경우 구성원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한 인지 및 해소가 용이해지며, 상호 간 친밀감 

형성을 촉진하여 만족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대학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26),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지

각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한 연구27), 신세대 

장병의 의사소통이 군 복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연구28) 등을 통

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군 

복무 중인 장병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하였다. 

뷰』11권 3호(2020), pp. 103-125.

22) 김준곤·성한기·이춘회·박경자. “대학생활 만족의 구성요인과 예언요인.”『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4권 1
호(1991), pp. 154-167.

23) 박용순·송진영. “사회구성체에 대한 신뢰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22권(2013), pp. 
134-159.

24) 허균(2015), pp. 108-114.

25) 김미정·권상집. “서비스업 구성원의 조직 내 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및 관계문
화의 조절효과 -.” 『호텔리조트연구』20권 6호(2021), pp. 231-249. 

26) 나길주·나은하.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보건계열 대학
생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9권 9호(2019), pp. 205-221.

27) 이용재·문성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각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
구』13권 3호(2013), pp. 175-191.

28) 소명섭·임재욱·이종구. “한국 군 인트라넷 사용이 신세대 장병들의 군복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
구』16권 3호(2012), pp. 36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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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연결감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은 개인이 사회의 다른 사람 및 그룹과 가깝게 연
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소속감 및 유대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29). 구성원의 사회적 연
결감이 높은 경우 조직 내 유대감을 강화하여 조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동형 등(2015)은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에서의 사회적 연결감이 점포 충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30), 유은아와 최지은(2021)은 도시 거주민이 지각하는 사회
적 연결감과 만족 간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31). 또한 김유정 
등(2012)은 SNS 이용자 사이의 관계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3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생활 중인 장병이 지각하는 사회적 연
결감을 변수로 제시하여 군 생활 만족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지각하는 팀 신뢰, 의사소
통, 사회적 연결감을 주요 변수로 제시하여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나아가 
군 생활 만족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29) Flora(1998), pp. 481-506.

30) 이동형·이정희·황성혁(2015), pp. 77-99.

31) 유은아·최지은. “사회적 연결감, 자아-도시 연결감, 도시 거주 불안감이 도시 브랜드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
영연구』36권 4호(2021), pp. 89-103.

32) 김유정·김재영·한재민. “SNS 이용자 시민행동, 불량행동, 사회적 유대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이용자 만족
도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13권 11호(2012), pp. 499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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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설정

가. 팀 신뢰 ·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

팀 신뢰는 조직에서 개인의 성과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주로 연구되어 왔다. 팀 
내 신뢰가 형성되면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구성원 간 유대
감이 높아져 군 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
실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Costa, 2003; Hsu, Clark, and 
Mujtaba, 2007; 정선교·정기주·박남구, 2020; 김준곤·성한기·이춘회·박경자, 1991). 이와 
같은 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구성하였다. 

H1 : 팀 신뢰는 군 생활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과 일체감 증진,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의 인식 및 해소를 용이하게 해주며, 친 감 형성으로 
군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과 만족 간의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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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기도 하였는데(나길주·이은하, 2019; 이용재·문성현, 
2013; 소명섭·임재욱·이종구, 2012),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의사소통은 군 생활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높은 사회적 연결감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여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이동형·이정희·황성혁, 2015; 유은아·
최지은, 2021; 김유정·김재영·한재민, 2012),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지각하는 사회적 연결감
이 높을 경우 소속 부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군 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감 역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구성
하였다. 

H3 : 사회적 연결감은 군 생활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기 전에는 병사들의 여가 활용 및 소통의 수단이 제한적
이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장병들은 사회에서 휴대하던 스마트폰을 군 입
대 이후에도 계속 활용하면서 SNS나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여 사회와의 소통이 활발해졌고, 
부대원들 간에도 신속한 정보 및 의견 공유가 가능해졌다. 또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
거나, 웹툰을 시청하는 등 일과시간 이후의 여가활동의 폭도 넓어졌다. 이러한 군 복무 여건
의 변화는 장병이 느끼는 구성원 간의 신뢰감이나 의사소통 수준, 유대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이와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로 과의존 및 중독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
로 활용되고 있지만33)34), 본 연구에서는 일과시간 이후 제한된 장소에서만 스마트폰을 사
용할 수 있다는 군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장병이 스마트폰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하였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
병들은 부대 활동에 대한 참여나 부대원 간 교류가 적어져 팀 신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33) 김윤경·김경미.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른 감각처리능력의 비교.” 『대한감각통합
치료학회지』18권 3호(2020), pp. 34-43.

34) 문종훈·전민재·송이슬. “스마트폰 과사용이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13권 2호(2019), pp. 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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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주변 및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병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따라 팀 신뢰·의사소통·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 간의 
관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경미(2016)는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따라 군 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35), 양명철(2021)은 병사의 스
마트폰 사용시간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
였다36). 이러한 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구성하
였다. 

H4 :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 간의 관계는 스마트폰 사용 정도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대상은 스마트폰 사
용의 조절효과 분석이라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입대 이후 부대 내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병영 내 휴대전화 허용 정책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병사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경기도 지역의 1개 대대, 강원도 지역의 1개 대대에서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경험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부대
를 방문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한 후 대대별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고, 28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응답률 94.6%).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7부를 제
외한 27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병사들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설문 응
답 병사의 계급 분포가 일병과 상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85% 이상이 대학교 재학 중이
라는 점은 육군의 전체적인 병사 구성 비율과 유사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설문응답자의 48.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주로 SNS와 통

35) 유경미. “군 복무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 욕구가 군 생활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16).

36) 양명철. “병사의 스마트폰 사용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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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군 생활 간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빈도수(명) 비율(%)

계급

이병 6 2.2

일병 140 50.5

상병 88 31.7

병장 43 15.7

학력

고졸 이하 41 14.8

대재 216 77.9

대졸 13 4.7

대학원 이상 7 2.6

스마트폰 사용 목적

SNS / 통화 135 48.9

음악감상 / 웹툰시청 102 37.0

자기개발 및 학습 26 9.5

온라인쇼핑 / 금융거래 14 4.6

<표 1> 설문응답자 현황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기존의 실증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
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팀 신뢰는 ‘자신의 속한 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상호 
신뢰감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McAllister(1995)가 감성 및 인
지 기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군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37). 의사
소통은 ‘개인 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Mount and 
Back(1999)이 사용한 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6개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38). 
사회적 연결감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Lee, Draper and Lee(2001)가 사회적 연결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군 복무 환경
에 맞게 수정한 7개 문항을 활용하였다39). 군 생활 만족은 ‘군 문화 환경에서 지각하는 군 

37) McAllister, Daniel J. “Affect-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8, No. 1(1995), pp. 
401-418.

38) Mount, D. J., & Back, K. J. “A factor-analytic study of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the lodging 
industry.”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Vol. 23, No. 4(1999), pp. 401-418.



212 ❚ 국방연구 65 ‒ 1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손봉기(2009)가 사용한 군 생활 만족 
중 의미 및 관계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8개 문항을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
하여 활용하였다40).

측정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팀 신뢰

자신이 속한 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상호 

신뢰감을 느끼는 정도

• 나는 전우의 고민을 들어줄 것이다.

• 나의 전우들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한다.

• 나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기꺼이 전우들과 공유할 것이다.

• 나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전우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나의 전우들은 임무를 적시에 완료한다

• 나는 전우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나의 임무에 영향이 있더라도 도울 것

이다

의사소통
개인 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능력의 정도

• 나의 상급자는 부하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 나는 부대원과 공적인 대화 뿐 아니라 사적인 소통도 활발하다.

• 나는 부대 관련 정보를 잘 제공받는다.

• 나의 상급자는 임무 지침을 잘 준다.

• 우리 부대는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사회적

연결감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끼는 

정도

• 나는 주변 사람들과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

• 나는 지금 부대에 소속된 느낌을 받는다.

• 나는 동료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

• 나는 주위 사람들과 빈번하게 소통한다.

•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 나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군 생활 만족

군 문화 환경에서 

지각하는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 군 생활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만족한다.

• 군에서 배운 공동체 생활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나는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나는 생활관 전우들에게 깊은 전우애를 느낀다.

• 나는 선임병들에게 대체로 만족한다.

• 우리 부대는 화목하고 온정적이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39) Lee, R. M., Draper, M., & Lee, S.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8, No. 3(2001), pp. 310–318.

40) 손봉기. “성격적 강점이 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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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모형 검증

변수 요인적재치 t-value Cronbach'sα
Composite 

Reliability
AVE

팀 신뢰

TT1 0.884 52.387

0.936 0.950 0.761

TT2 0.913 77.278

TT3 0.919 61.011

TT4 0.838 27.675

TT5 0.884 56.673

TT6 0.788 33.564

의사소통

CO2 0.859 42.209

0.886 0.917 0.689

CO3 0.856 54.192

CO4 0.834 26.156

CO5 0.724 15.041

CO6 0.868 50.226

사회적 

연결감

SC1 0.823 32.929

0.915 0.932 0.662

SC2 0.748 16.941

SC3 0.781 21.722

SC4 0.856 37.073

SC5 0.782 25.023

SC6 0.880 45.841

SC7 0.817 25.121

군 생활 만족

MS1 0.704 19.267

0.868 0.901 0.603

MS2 0.795 28.064

MS3 0.813 32.348

MS4 0.716 15.985

MS6 0.808 24.380

MS7 0.814 30.574

<표 3>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수집된 자료는 SmartPLS 3.0을 통해 분석하였다.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과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를 분석하였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치가 0.7보다 낮은 의사소통 1항목
(CO1)과 군 생활 만족 1항목(MS5)을 제외하였고, 나머지 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값은 0.6이상, 복합신뢰도는 0.7이
상이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0.5보다 커야 한다41)4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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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Cronbach's α값과 복합신뢰도는 각각 0.868~0.936과 0.901~0.950 구간에 위치
하며, 평균분산추출지수는 0.603~0.761에 분포되어 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일관성과 
신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는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지
수의 제곱근 값이 다른 요인 간의 상관계수보다 클 때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43),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지수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보다 크므로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 군 생활 만족

팀 신뢰 0.872

의사소통 0.623 0.830

사회적 연결감 0.527 0.623 0.814

군 생활 만족 0.548 0.602 0.563 0.777

<표 4> 판별타당도 분석

한편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조모형에서 설명되는 군 생활 만족의 R2값이 
0.525로 나타나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 간의 설명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41) Fornell, C. R. and D.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1981), pp. 
39-50. 

42) Barclay, D., C. Higgins, and R. Thomson. “The Partial Least Squares(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nd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Vol. 2, 
No. 2(1995), pp.285-309.

43)  Fornell, C. R. and D. Larcker(1981), pp.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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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은 SmartPLS 3.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을 통해 검증
하였다.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한 반복추출 서브샘플링(500개)를 
생성하여 계산하였고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병이 지각하는 팀 신뢰가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연구가설 H1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45, t=3.294, p=0.001). 따라서 H1은 채택되었으며 팀 신뢰가 
군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과 군 생활 
만족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가설 H2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은 채택되었다(β=0.450, t=5.873, p=0.000). 이는 군 장병의 의사소통과 군 생활 만족
이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연결감이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H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어 기각되었다(β=0.089, t=1.342, p=0.180). 다시 말해 군 장병의 사회적 연결감
은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
를 확인하는 연구가설 H4를 검증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이 많
은 집단 136명, 적은 집단 141명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가설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팀 신뢰가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β=0.174)보다 
적은 집단(β=0.268)에서 더 크게 나타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7.586). 이는 군 
생활 중인 장병이 지각하는 팀 신뢰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집단에서 
군 생활 만족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의사소통과 군 생활 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의 경로계수(β=0.526)가 낮은 집단(β=0.426)보다 
크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7.097). 다시 말해 스마트폰 사용이 많
은 집단에서 적은 집단보다 의사소통이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 간 관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
단의 경로계수(β=0.123)와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β=0.056)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5.654)를 보였으나 전체집단에서 사회적 연결감이 군 생활 만족에 유의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역시 기각되었다.44)

44) 구동모. 『SPSS, LISREL, PLS 및 PROCESS-macro를 활용한 기초·조절·매개효과분석 연구방법론』(하남: 창
명, 2017). p.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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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136명)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집단(141명)

<그림 3> 다중집단 분석 결과

구분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136명)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집단(141명)
집단 간 차이

경로계수

(p값)
표준오차

경로계수

(p값)
표준오차 경로계수 t값

H4a
팀 신뢰

→ 군 생활 만족

0.174

(0.081)
0.100

0.268

(0.012)
0.106 -0.094

-7.586

(채택)

H4b 
의사소통

 → 군 생활 만족

0.526

(0.000)
0.101

0.426

(0.001)
0.131 0.100

7.097

(채택)

H4c
사회적 연결감

→ 군 생활 만족

0.123

(0.128)
0.081

0.056

(0.620)
0.113 0.067

5.654

(기각)

<표 5>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 분석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지각하는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이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가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군 대대급 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77부의 
설문을 분석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병이 지각하는 팀 신뢰는 군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개인의 신뢰에 대한 지각과 만족의 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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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장병 상호 간 형성된 유대감과 친 감으로 군 생활에 대한 만족감
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과 군 생활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이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가 군 생활 중인 장병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병사들이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은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회적 연결감을 바탕으로 한 소속감이 조직에 대한 긍
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충성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45), 장병의 
군 생활 만족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구성원의 참여가 소속감과 만족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46)47), 징병제도에 의해 비자
발적으로 입대한 병사들의 수동적인 참여 태도가 사회적 연결감과 만족 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팀 신뢰와 군 생활 만족 간의 관계에서 부(-)적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의사소통과 군 생활 만족이 관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정(+)적 조절효과
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연결감과 군 생활 만족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는 규명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팀 신뢰가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적은 병사는 팀 신뢰에 기반한 친 감과 유대감에 따른 
군 생활 만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의사소통과 군 생활 만족은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집단에서 더 큰 영향 관계를 보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장병은 
휴대전화를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의사소통에 의한 군 생활 만족 수준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장병의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만족과 관
련된 일반적인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변수 중 군 복무 장병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고려되
지 않았던 팀 신뢰, 의사소통, 사회적 연결감이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2019년 이후 허용된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이 군 

45) 이동형·이정희·황성혁(2015), pp. 77-99.

46) 박민규·전선혜. “중학교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여경험정도가 자아존중감, 학교소속감, 학교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32권 2호(2018), pp. 23-41. 

47) 왕영매. ”종업원 소속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종업원 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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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실증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 정도가 
군 생활 만족감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장병의 군 생활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 및 유
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육 및 단결활동 등의 부대관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대 내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기 위한 부대 소통용 SNS, 인터넷 게시
판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장
병들이 의사소통과 만족 간의 관계는 크게 인식하지만, 팀 신뢰가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낮게 인식한다는 점은 병영생활 내 휴대전화 허용 정책을 적용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한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병의 군 생활 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 육군 병
사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사회 일반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군·해군·해병대 등 각 군별로 상이한 근무여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
교 및 부사관 등 신분별 차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군 전체에 적용화여 일반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조직에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직의 특성
을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스마트폰 평균 사용시간
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대의 특성, 개인의 보직 및 성향, 
각종 여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연구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일과시간 이후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스마트폰
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증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과의
존이나 중독,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재 일과시
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진행중인데, 추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
면 허용된 이후 부대 특성이나 개인의 성향 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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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모든 변수에 대해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 정책을 경험

한 병사들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각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자기보고식 방
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동일자료원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연구변
수 중 일부 성과변수를 본인이 아닌 지휘관, 담당 간부 등과 같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다면 객관성을 확보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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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ilitary Life Satisfaction 
of Soldi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Use

Taebok Lee, Seungnyoung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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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military life satisfaction of 

soldier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 phone use. To this end,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by selecting team trust, communica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which 

were confirmed through prior research, as variables affecting military life satisfaction.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soldiers serving in the army, 

and a total of 27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eam trust and communication perceived by soldiers had a positive 

effect on military life satisfaction,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military life satisfaction was not identified. Next, as a result of conducting a multi-group 

analysis based on the average smartphone use tim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u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 trust and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n effective unit management plan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military lif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 phon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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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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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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등 공지

∙ 논문원고는 http://kinu.jams.or.kr 회원가입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 kinups@kinu.or.kr, 전화 02)2023-8203, 팩스 02)2023-8293로 연락바랍니다. 

▶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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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전문학술지(한국연

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

가전략을 모색하고,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창간되

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정책 및 국가전략 수립을 위

한 국제정세 분석과 주요 국가 연구 등의 주제를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세종연구소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 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의 모색 / 정경운

•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주변지역 군사분쟁 전망 / 박영준  

•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경쟁: 탈동조화 경제안보전략의 한계와 중간국가의 부상 / 윤대엽

•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 
박창건･윤석정  

• 테러와의 전쟁과 무인항공기 공습 증가 요인 연구: 오바마 행정부의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 황원준

•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유권자의 정치적지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를 중심으로 /   신정섭 

•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 최진환

『국가전략』 원고모집

⊙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

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구소의 편집방향과 편

집기준에 따라서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 상황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보내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분량으로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원고와 더불어  ‘400자 내외’ 한글 요약문, ‘200 단어’의 영문 요약문과 국･영문 핵심어 3~5개를 

작성하여 투고자의 연락 주소, 전화/휴대폰,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원고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https://dbpiaone.com/sjr/index.do)에
회원가입 후 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국가전략』 편집위원장 정성장 

E-mail: nationalstrategy@sejong.org   전화: 031-750-7615




